룩셈부르크
우주 개척 국가

룩셈부르크 우주
산업은 불모지에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개요
규모

주요 국제기구 창설멤버

면적 2,586 sq km / 999 sq miles

베네룩스(Benelux) /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인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연합(United Nations)

590,700 명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ropean Union)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 인구 중 48% 가 외국인)

경제 하이라이트
언어

- 개방적이고, 다양한 안정된 경제성

룩셈부르크어(모국어), 불어, 독일어

- 최고의 GDP 성장 성과

특히 하이테크 및 금융 부문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

- 국가 등급AAA
- 균형 잡힌 거시 경제

통화

- 최신식 인프라

유로

- 유럽 및 전세계 시장에 대한 우수한 ICT 연결성
- 유럽 시장 내 60% 이상 지역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

정치 형태

는 중심부 입지

입헌군주제
의회 민주주의

유럽 주요 도시로의 룩셈부르크에서 거리
파리 : 380 km

국가 원수

프랑크푸르트 : 250 km

앙리 대공(HRH Grand Duke Henri)

브뤼셀 : 200 km

유럽 연합(EU) 수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Services:
번역, 출판, 통계) / 유럽 회계 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 유럽 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유럽
투자 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 / 유럽 안정화
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유럽 의회사무국
(Secretariat of the European Parliament)

지난 30여 년 동안 룩셈부르크의 우주 산업은 유
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통신위성서비스업체 SES뿐 아니라,
룩스스페이스(LuxSpace), 유로 컴포지트(Euro-Composites), 그라델(Gradel) 및 하이텍 룩셈
부르크(HITEC Luxembourg) 등을 포함한 30여
개의 선진 기술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
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항공, 지상 및 서
비스 분야 중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서 활발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성 통신 및 인프라,
마이크로위성, 전기 추진, 지구 관측, 위성 기반
항공 및 해양 교통 모니터링, 네비게이션 및 보안
등에 대한 연구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회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ESA의 대표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우주 산업은 항공 우주 산업에서는
보기 드물게 1985년 SES의 설립과 투자 결정으
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는데 현재
룩셈부르크 우주 클러스터(Luxembourg Space
Cluster)의 대표는 이를 두고 “유럽에서도 가장
멋지고,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다각화 정책”이라

고 평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룩셈부르크의 또
다른 민관 합동 파트너쉽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SES의 성공으로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고자 하
는 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룩셈부르크 대학의 여섯 개 공공 연구소와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Luxembour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현지 기업들과
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우주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뛰어난 연구 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상당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에서는 항공 부문을 확대하고 진
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적
으로 마련하여 초기에 발전을 장려하고, 추진력
과 신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강
력한 상업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재
정, 부지, 연구 자원 등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
락 정보 및 잠재적인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전면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S의 호메인 바
우쉬(Romain Bausch)는 “룩셈부르크에서는 정

부와 기업이 함께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세우며
정부의 주요 멤버들과 쉽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장관들이 직접 SES 를 방문하여 개발 사항, 니즈
및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 하고 우리와 같은 기업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경제
미션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인 스페
이스리소스(SpaceResources.lu)의 경우 선진 연
구 활동 및 기술 역량의 지원을 통해 룩셈부르크
가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주 탐사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
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룩셈부르크는 가장
먼저 우주 자원에 대한 재산권 확보 관련 법 체계
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이미 국제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우주 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협력을 위
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들을 환영하며 유럽에 본사를 두고자 고려 중인
혁신적인 기업 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또한 혁신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하
여 안전한 최신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
고 신뢰의 문화와 보안, 그리고 지식 재산권 보
호 및 비즈니스 개발 강화를 위한 법 체계를 마
련해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강력한 금융 중심지이자 탁월한 비
즈니스 인프라, 입지, 안정성, 높은 삶의 질, 독보
적인 다언어 구사 인력 및 매력적인 법과 재무 시
스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SES, 아마
존(Amazon), 이베이(Ebay), 페이팔(Paypal), Intelsat(인텔셋), RTL방송국(RTL) 및 세계 최대 철
강 생산 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등
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우주 산업의 발전

룩셈부르크 우주항공정책

2005년 유럽우주국(ESA)의 회원으로 합류한 이
후 지난 몇 년간 룩셈부르크는 우주 분야에 많
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정
부 지출은 GDP의 0.03% 수준으로 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ESA 회원국 중 상위 5위 안에 속
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우주 분야를 탄탄하고, 역동적
이며 혁신적인 분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포괄적인 우주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
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룩셈부르크의 경제 활동 다각화와 안정화에 기여
현재 텔레콤 및 미디어 분야의 기존 기술 및 지상

룩셈부르크에서는 현재 30여개의 기업과 몇몇
공공 연구소 등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이전 5년 동안
우주 분야의 부가가치가 16% 상승하였으며 같
은 기간 근무 인력의 수도 3.5% 증가하였습니
다. 공공 연구 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성장
을 보여 우주 관련 연구에 80명 이상의 직원이 참
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기술을 통합하고 개선
스킬 확대,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여러 활동에 국제적인 차원의 개발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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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계를 탐험하다.

우주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우주 공간에 대
한 탐사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구 상의
일부 자원의 고갈이 예상되면서 우주 자원의 파
악 및 활용은 점차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 가
고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 통신 산업의 최전방에
서 구축해 온 역사를 기반으로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러한 우주 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있어서도 선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주 자원의 혜택

상업용 위성 통신 산업의
최전방에서 구축해 온 역사를
기반으로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러한 우주 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의 담당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달 혹은 소행성 등 지구근접천체(NEOS)와 같은
천체는 금속 등과 같은 비활성 물질 및 가스나 물 등
우주로의 탐사 영역 확대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중 대부분은 이미 지구상에서는 희귀
자원으로, 향후 우주에 장비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지구로 운송되어 지상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 자원
사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즉각적인 혜택은 우주 내에서 사용에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에 대해 평화적인 목적하
에 탐사를 진행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며 인류의 이
익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사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비전은 기존의 우주 분야의 국가 전문성 및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 산업으로의 경제 다각화를 목표
로 고도의 연구 활동 및 기술 역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주 산업의 매력적인 기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 탐사는 정부나 국제기구
등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가능한 시도였습니다. 현재는 민간 투자자 및 기업
에서 나노 및 마이크로위성 등 저비용 기술을 활용
하여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구 관측 및 위
성 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민간
업체 역시 지구근접천체(NOEs) 혹은 달의 자원 채
굴 탐사를 위한 위성 발사가 가능한 수준의 재정
자원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 역시 이 분야 대한 지식을 확대하여
소행성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보호 하여 인류나 자
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여하는 등의 역할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에 대한 관심 집중으
로 룩셈부르크에서도 소재 과학, 첨단 과학, 원격
탐사, 통신, 로봇 공학, 데이터 분석 및 첩보 등의
분야에서 기존 및 신규 업체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몇 국제 기업의 경우 이미
이러한 사업 기회를 쫓아 룩셈부르크 내에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또한 투자자, 탐험
가 및 채굴 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우주 자원 탐사에 있어서 그 승인과 임무
감독 과정에서 국제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진행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더할 나위 없는 SES를 위한 최적의 환경”
유럽 최초의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 SES는 유럽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TV 위성 한 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도 대표적인 TV 유통 플랫폼으로서 2억 9천 1백
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VSAT 네트워크, 광대역 인터넷 접속, 모바일 역
송 및 전신 중계, 해양 및 항공 통신과 더불어 정
부, 군대 및 민간 기구나 응급 상황 시 제일 먼저
출동하는 최전선 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
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링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메인 바우쉬(Romain Bausch), SES 전임 사
장 겸 CEO(1995-2014) 및 현직 이사장 이 룩
셈부르크의 우주 산업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이
야기 하다.
1970년 대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위성 활용
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룩셈부르크 정부는 국가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위성 개발에 관심이 높았
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민간 기업이 따로
없었기에 정부에서는 단독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N을 방문하여 위성 궤도와 주
파수에 대한 권리를 요청하였으며 1985년에는 룩
셈부르크 정부 및 두 개의 공공 은행이 주주로 참
여하여 민간 기업인 SES를 설립하였습니다.
SES는 1988년 첫 위성을 발사하여 유럽을 대상

으로 가정으로 직접 전송되는 TGV 서비스를 개시
하였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첫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면 그와 함
께 SES 전체도 실패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 시간이 흐르면서 SES 는 아시아와 남미 등으
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되었으며 데이터 및 텔레
콤 서비스도 개시하였고 GE로부터 미국의 양대
위성 운영 기업 중 하나인 아메리콤(Americom)
과 네덜란드 기업인 뉴 스카이즈(New Skies)를
인수하여 국제적인 규모를 갖게 되였습니다. 현재
SES 는 50개 이상의 정지궤도 위성 군단을 거느
리고 텔레포트 및 사무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 산업에 심혈을 기
울여 R&D를 위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룩셈부르크 대학교를 중
심으로 진행되는데 룩셈부르크 대학은 ICT와 우
주 관련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민간
기업들이 학술적인 파트너쉽 하에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현재 SES는 룩셈부르크
대학과 5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룩셈부르
크는 우주법 추진을 지지하며 룩셈부르크 보안, 안
정성 및 신뢰 센터(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 SnT)를 지원하
고 이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
에서는 몇몇 연구진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이 지상
및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SES의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노력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
력을 창출 및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으로서 혹은 대학원생으로 룩셈부르
크에서 공부하기 위해 방문했던 학생들이 경험을
쌓고 공적 연구 혹은 우주 관련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업으로 이어 나가고 싶
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인력들은 매
우 국제적으로 구성되어있고, 거의 70% 이상이
룩셈부르크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지만 미국,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출신 학
생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SES는 25~30개의 서
로 다른 국적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인 상황에서 인력들 간에서
는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안면이
있고,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러한 아
이디어에 대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 구성원, 장관 및 주요 공무원
들을 쉽게 만나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며 부처
장관들이 SES와 같은 회사를 방문하여 개발 현황
과 니즈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
다. 대사들 간에도 중요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경

“ 오늘날 정부는
우주 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R&D를 위한 우수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적 이익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해당 기업에 연결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수한
지상파 네트워크와 완벽한 국제적 커넥션이 뒷받
침 되어 그 밸런스가 매우 훌륭한 국가입니다. 모
든 점에서 룩셈부르크는 SES를 위한 최적의 장
소입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실용성과 유연함을
중시합니다.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그들 역시 회사의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투자,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매력적인 사업 환경
룩셈부르크의 경제 정책은 민간 주도와 혁신의 정
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방식으로 기업
들에게 행정적 규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비즈니
스 창출과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 및 규
제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와 혁신을 적극 장려합니
다. 경쟁력 있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로 룩셈
부르크의 재정 여건은 유럽에서도 가장 유리한 수
준입니다.
높은 생산성
룩셈부르크 시장의 활력은 대부분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국
경을 넘나드는 사고방식, 이동성 및 국제적인 특성
을 갖춘 인력들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매일 주변
의 3개 국가로부터 출퇴근을 하는 통근 근로자로
룩셈부르크의 높은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들의 언어 능력도 출중하여 모국어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부지
비즈니스와 혁신의 중심지인 몇몇 인큐베이터에서
는 룩셈부르크에서 새로운 사업 활동을 계획 중인
기업가 혹은 기술 기반 회사에게 부지 및 지원을 제
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국제적 기업이 이곳
에 자리 잡고자 하는 경우 인큐베이터를 임시 거
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국제 도로, 철로 및 공
항 네트워크 가까이 위치해 있는 룩셈부르크의 산
업 단지 혹은 공단 중 하나를 유리한 조건으로 활
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 혹은 은행
지원을 보충하고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개발 구역에 위치한 기업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
및 혁신 투자, 환경 보호 및 에너지 보존 방안에 대
한 기금 지원 기회가 있고, 룩셈부르크 국책은행
(Societe Nationale de Credit et d’Investissement,
SNCI)로부터의 중장기 대출에 더해 정부 대출도 활
용 가능합니다.

유럽 중심부에 자리 잡은
전략적인 입지
개방되고 안전한 환경
의사 결정자와의 쉬운 만남 가능
기업하기 좋은 법제 체제
주요 금융 중심지
경쟁력 있는 사업 비용
고도로 숙련된, 다언어 구사 능력을
보유한 인력

룩셈부르크를
선택해야 할
10가지 주요 이유

최신 인프라
투자 및 R&D 인센티브
높은 삶의 수준

“SES가 바라 본 룩셈부르크의 핵심 장점
카림 미쉘 사바흐(Karim Michel Sabbagh),
SES 사장이 룩셈부르크의 비즈니스 환경과 SES
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다.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SES의 여정은 기업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글로벌 리더로까지 성장하도
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룩셈부르크 정부의 핵심적
인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거의 30여년 전에 SES
설립 과정에서 룩셈부르크 정부에서는 거의 증명
된바 없는 기술, 기존에 없던 규제 환경 및 시험
된 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미래를 내
다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SES는 위성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에 있어서 유럽 내에서 기존의 개
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통신 및 방송
부문에서의 규제 한도를 새로이 시험하고 당시로
는 거의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러나 승
리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SES는 글로벌 선도 위성 운
영 업체로 자리 잡아 이러한 선견지명을 보여준
룩셈부르크 정부의 위대한 성과를 대표하는 기업
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도록 룩셈부르크가 SES에
게 제공한 환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
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SES는 룩셈부르크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를 유치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SES에는 거의

1,2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50 명
이 룩셈부르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
츠도르프(Betzdorf) 사무실에는, 기술, 상업, 법
무, 전략 및 전체적인 경영 분야의 고도로 숙련
된 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로부터
유치 가능한 잠재적인 인재 및 전 세계에서 기회
를 찾아 룩셈부르크로 온 수많은 다양한 인재들
덕분으로 SES는 지난 세월 동안 업계 최고의 인
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만이 제
공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SES
는 이들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유치
하여 현재는 회사 내 직원들의 전체 국적 수가 50
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SES는 또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룩셈부르크에서 제공하는 적극적인
투자에도 감사를 표하며, SES는 이에 대한 보답
으로 룩셈부르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및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룩셈부르크는 SES가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
련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통합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술, 미디어 및 텔레커뮤
니케이션이 만나는 접점에서 이룰 가능하도록 하
는 규제를 마련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 체계의 수립이야

말로 본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인 확신을 주고 SES에 대한 투자자와 고객의 신
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체계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SES의 운
영 통합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SES는 전
세계 인구의 99%를 대상으로 130여 개 국에서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
계 각지에 23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룩셈
부르크의 글로벌 위상 역시 SES 성공에 크게 기
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ES는 50여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
된 선단 운영과 이와 관련하여 14개 이상의 국가
에 위치한 지상 분야 관리의 핵심 글로벌 시스템
을 룩셈부르크에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룩셈부르
크의 독보적인 수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
크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이 가능합니
다. SES는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사
업 특성상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영속성이 보장되
어야만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인프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성이라는 부분 이외에도 인프라의
품질이나 진보적인 규제 체제라는 룩셈부르크만
의 특성은 SES가 네트워크상에서 고객을 대신
하여 전송하는 제타 바이트(Zettabytes) 컨텐츠
의 호스트 및 관리를 위한 최상위 데이터 센터 건

“룩셈부르크는
SES가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설 부지로 룩셈부르크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이
기도 합니다.
“SES 성공 요소”를 더욱 발전시켜 룩셈부르크는
우주 산업에서의 전략적인 클러스터링에도 성공
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에코 시스템 내 요인들
은 SES의 여정에서 사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

었으며 그 결과로 SES의 발전을 통해 다시 이러
한 요인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SES 위성 중 거의 50%가 유럽 내에서
제작되어 총 39개의 미션에서 유럽 에어라인 발
사대를 통해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SES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및 기타 유
럽의 많은 기관과 함께 다수의 R&D와 업계를 이
끌어 나갈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유
사하게 룩셈부르크 현지에서도 22개 민간 기구
및 공공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룩셈부르크 우주
클러스터(Luxembourg Space Cluster)를 조성
하였습니다. SES를 포함하여 클러스터 내의 기
관들은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무엇이 먼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룩셈
부르크가 우주 산업 에코 시스템 내의 서로 다른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
고 그 환경 하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업체들
이 서로 보완하고 상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
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ICT 인프라

뛰어난 연결성
룩셈부르크는 런던(London), 암스테르담(Amsterdam),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브뤼셀(Brussels), 파리(Paris)
및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를 포함한 유럽의 주요
데이터 트래픽 교환 센터로 대용량의 안정적인
다중화 광섬유 링크를 제공합니다.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광대역
룩셈부르크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100Mbps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1Gbps급의 연결 속도로 이용 가능하
도록 할 계획입니다.
LU-CIX : 룩셈부르크만을 위한
룩셈부르크 상업용 인터넷 교환망(Luxembourg
Commercial Internet exchange : LU-CIX)에서
는 사업자들이 정체 없이 고속 왕복 속도를 자
랑하는 대용량 라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른
인터내셔널 허브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LUCIX는 스마트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 등급 데이터 센터
룩셈부르크 데이터 센터들은 우수하고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 설비로 모든 니즈에 부응할 수 있

는 충분한 품질과 용량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우
수 운영자들이 최신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및 최소의 지
연 및 장애로 유럽 내 주요 허브로 광섬유 링크
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최근에 구축되었으며 티
어4(Tier IV) 또는 티어3(Tier lll) 등급의 보안 수준
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복 파워 시스템과 접속 지
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파워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Tier IV 데이터 센터 중 40%가 룩셈부르
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데이터 센터
는 그린 에너지원의 사용이 가능하며 엄격한 에
너지 절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우수한 조합 덕분에 몇몇 유럽위원회 및 많
은 금융 기관을 비롯하여 공공 및 민간 기업을 유
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신뢰 및 보안
룩셈부르크는 중소 규모의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가 정보 보안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금융 분야의 경
우 매우 선진화 및 국제화 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요합니다. 이처럼 개별 고객의 데이터 및
시스템 보호 전문성은 e-비즈니스 및 전체 경제
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룩셈부르크의 강력하고 안전한 ICT 환경이 다양
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중복성, 회복력 및 응급 시 복구
서비스를 적용하여 강력한 물리적 보안을 제
공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최대 보안 요건을
준수합니다. 주파수 대역 공급업체는 폐쇄형
의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며 룩셈부르크 국
가 수준에서는 각 국가 및 국제 텔레콤 사업
자 간을 연결해 주는 고도로 탄력적인 현지
루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은 암호화와 디지털 사인 등의 방
안을 포함합니다.
룩셈부르크의 리스크 관리 전문성으로 조직
적인 요소들의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잘 조율된 법률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제공
합니다.
정보 보안 및 고성능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최신 연구를 국가 주요 연구의 최우선 과제
로 진행합니다.

룩스트러스트
룩스트러스트(LuxTrust)의 경우 룩셈부르크 정
부 및 민간 부문의 주요 업체들이 운영을 담당합
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국
가 공인 키 인프라(Public Key Infrastructure)를
도입하여 e-정부 신청자, 민간 부문 사용자(e-뱅
킹, e-커머스 등)에 대한 온라인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룩스트러스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도입하여 전자 거래에 있어서 보안 수준
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합니다.

룩셈부르크 대학교
룩셈부르크 대학 보안, 안정성 및 신뢰 센터(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SnT))는 룩셈부르크가 안전하고 안정
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탁월함과 혁신에 대한 유
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습니다. 본 센터의 다양한 접근방식은 단지 기술
적인 측면 고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류 및 규제 관련 사안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
니다. 알고리즘, 암호학 및 보안 연구소(Laboratory of Algorithmics, Cryptology and Security(LACS))는 룩셈부르크 대학 컴퓨터 과학 및 커
뮤니케이션 연구 분과 소속입니다. 본 연구소는
암호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안전한 공인 키
암호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LuxSpace, 완벽한 조합”
룩스 스페이스(LuxSpace)는 인수 기업이 아니
라 새로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OHB 그룹의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룩스스페이스는 10년 전
모기업의 긍정적인 특성과 소규모 기업의 유연
하고 혁신적인 잠재력을 한 데 묶어 융합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룩스스페이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틈
새시장을 찾아내고 고객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동시
에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사명
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작부터 룩스
스페이스는 이러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룩
셈부르크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
인 자세로 기꺼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는데 있
어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룩스스페이스는
많은 점에 있어서 룩셈부르크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관계
로 성공을 위해서는 더 스마트 해져야만 하는 환
경. 룩셈부르크와 룩스스페이스는 완벽한 조합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룩스스페이스는 시작부터 스마트하고 비용 효율
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
였습니다. 앞으로는 마이크로 위성, 특히 상업용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

니다. 관건은 대규모 우주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능률적인 실행 과정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결국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면서도 비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14년 룩스스
페이스는 4M를 완수하여 민간 자금 지원 기관으
로는 처음으로 달 탐사 미션에 성공한 곳입니다.
14 kg 의 마이크로 위성을 중국 달 탐사 로켓에 실
어 운반한 룩스 스페이스는 마이크로 위성 방식을
활용하면 달 탐사 미션에 수십억 달러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우주기구와 더불어 작은 기업
이 성공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SES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협
력 관계를 통해 상업적 환경에서 어떤 일이 진
행되고 있는지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위성 시장은 아직 완벽하게 자
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역동적인 시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
들어 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이는
창의성으로 미래의 사장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바로 당면한 과제는 전 세계의 대
기업 및 다른 소규모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
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 유럽우주기구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혁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집중 지원하는 룩셈
부르크의 정책으로 특히 ICT, e-커머스, 미디어,
물류, 환경 및 바이오 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
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R&D) 의 경
우 정부로부터 상당한 기금 및 지원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산업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50%
까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화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25%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룩셈부르크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기꺼이 지원하고자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지원과 SES 및 다른 신생 기업들의 존재만으
로도 더욱 강력해 지고 있는 영감을 주는 룩
셈부르크의 기업 환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성공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면 우
주 분야의 빠른 성장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룩
셈부르크의 공공 및 학술 기관의 연구에 대한 열
정으로 살아 있는 과학 기술 환경 조성이 가능해
졌으며 이는 기업들이 비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IEE, 아르
셀로미탈, SES 과 폴 워스 등의 몇몇 기업은 룩
셈부르크에서 R&D 활동 전체 혹은 일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LuxIMPULSE & LuxYGT
룩셈부르크는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4천9백만 유로의 기금
을 지원 받아 2021년까지 진행 예정인LuxIMPULSE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구
하고 이를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uxYGT는 우주 관련 기술을
전공한 젊은 학생들을 교육 훈련시켜 우주 부문
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대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
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
가자들이 ESA 스태프의 지도를 받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 우주 관련 기관
(Groupement Luxembourgeois de l’Aéronautique et de l’Espace, GLAE)
GLAE 는 항공 및 우주 산업을 대변하는 산업 단
체로 이 단체에는 룩셈부르크 우주 부문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아직 미개발 상태인 틈새 시장을 파
악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파크너쉽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 공유의 원천으로
서 국내 및 해외에서 우주 항공 산업의 이익을 촉
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
룩셈부르크 우주 클러스터
(Luxembourg Space Cluster)
룩셈부르크 우주 클러스터(Luxembourg Space
Cluster)는 기업과 연구소가 한 곳에 모이는 곳입
니다. 이곳을 통해 그 구성원을 파악하고 국제적
인 수준에서 협력을 촉진하며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차원에
서 국제 컨퍼런스나 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
고 다른 국가의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
는 기회가 되는 다양한 행사도 주최하고 있습니
다. 또한 룩셈부르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관
심이 있는 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은 혁신 장려, 국
제적인 성장 지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등의
노력을 통해 룩셈부르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 우주 클러스터 산하
에 기업 및 연구소를 한 데 모아 우주 부문의 경쟁
력 강화를 이끌어 갑니다.
룩스이노베이션은 또한 정부를 대신하여 유럽
우주기구 프로그램 시행 위원회 및 유럽 연합
내의 주요한 우주 관련 활동에 있어 룩셈부르크
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룩스이노베이
션은 룩셈부르크 관계자들의 이익을 촉진하고
룩셈부르크의 우주 부문과 관련한 R&D 주제를
제안하며 유럽우주기구 및 유럽 위원회 대표들

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율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
는 연락 담당으로서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에서는 유럽의 R&D 프로젝트에 참여하
고자 희망하는 희망자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
공하고 이러한 우주 관련 활동의 개발을 위해 적
합한 파트너들을 찾아 주기도 합니다.
핵심은 협업
룩셈부르크 정부에서는 기업과 연구소와의 협
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학과 룩
셈부르크 과학기술원(Luxembourg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은 공공 기금 지원을
받아 우주 및 항공 산업 지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이들은 R&D, 과학 기술 협력 및 기술 이
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핵심 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역시 새로운 아
이디어를 가진 연구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활성화
하고 현재의 직원 훈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국가 연구 기금
(National Research Fund, FNR)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FNR은1999년 연구 및
혁신을 강화하고 민간 및 공공 기관, 그리고 국제
연구 커뮤니티 간의 관계 연결 강화를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FNR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
우 사전 검토를 거치며 대부분 기업과 공공 연
구 센터 간의 협업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룩셈부르크에 관련성이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중심의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Fund’s
CORE와 OPEN프로그램은 양질의 연구 프로젝
트를 지원하며 PEARL과 ATTRACT는 국제적인
연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른 프로그램은 룩셈부르크 학계와 해외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룩셈부르크 대학
보안, 안정성 및 신뢰를 위한 센터(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
SnT)
룩셈부르크 대학 보안, 안정성 및 신뢰를 위한 센
터(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 SnT)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내에
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ICT 시
스템 및 서비스를 위한 탁월함과 혁신의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
공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상호
접속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시스
템의 안전한 운영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SnT는 핵심적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
하고자 업계, 국제 및 정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
업을 진행합니다. 위성 시스템의 연구 활동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위성 하이브리드 네트
워크, 전송 및 송신 기술, 법률 및 규제 사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학 연구 분야
토목, 전기 및 기계 공학 간의 다학제 활동을 진
행하는 그룹으로 룩셈부르크의 기업을 위한 기술
전문성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적인 솔루션 개발과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자원활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
(Luxembourg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LIST)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Luxembourg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LIST)은 우주 산업
에 직접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본 센터는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 및 프랑스 우주 에이전시인 프랑
스 국립 우주 센터(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소재 연구 및 기술부(Materials Research and
Technology department, MRT)
MRT는 최첨단 소재에 대한 연구를 실제 적용 가
능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부서는 나노 소재 및 나노기술 복합 소재 부문
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주로 중
앙의 소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중앙 연구소에
서는 부서의 전문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박
막 코팅 및 엔지니어링, 폴리머 가공, 시제품 제
작, 나노 파티클, 유기화학, 나노 제작 및 기능 측
정 등을 포함한 주요 분야의 장비 역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연구 활동으로는 기초 연구, 도구 개발
및 사용 등의 분야가 있으며 특히 하전 입자 빔
(Charged Particle Beam)을 기반으로 한 과
학 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상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 제작업체, 특수 연구 그룹
과 직접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서의 경우 그 전문 분야가 우주 산업
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서도
ESA 태양 돛 소재(Solar Sails Materials) 프로그
램에 사용되는 구조물 및 소재 최적화, 룩셈부르
크 소재 기업인 Euro-Composites에서 개발 중
인 케블러 벌집을 위한 레진 소재 개선(CNT 주입
을 통한) 및 나노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위성 케
이블에서 정전하 제거 작업을 위한 유럽 우주 기

구 및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와의 공동 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부서에서는 학계 및 업계의 파트너들과 긴밀
한 관계 및 공동 프로젝트를 양성하고 소재 연구
및 기술 부문에 있어서 룩셈부르크 및 유럽의 혁
신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연구 및 혁신 부서
(Environmental Research and Innovation
department, ERIN)
우주 부문에서, 에린(ERIN)은 특히 환경 및 리스
크 관리 실행을 위해 특히 지구 관측(Earth Observation(EO))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활발한 활
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 분과의 중점
추진 관제인 “원격 탐사 및 에코 수문학 모델링
(Remote Sensing and Eco-hydrological Modelling)”은 물자원 운용 및 에코 시스템 관리 툴에
있어서 지구 관측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또한 원격 탐
사 데이터(위성, 항공 및 지상 탐사)와 근거리 실
시간 에코 수문학 및 수압을 탐사하는 글로벌 네
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수치 계량 모델 기반의 수문
학 및 수압의 흐름 예측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입
니다. 이를 통해 홍수 및 가뭄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원격 탐지 기술과 환경 모델링의 통합이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자의 기술은 다양
한 시공간 수준에서 식물, 토양, 물 간의 상호 작
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
니다. 연구 결과는 주로 홍수 예측 및 매핑, 피해
측정, 리스크 분석 및 수중 관련 에코시스템 혹은
농사 절차(식량 안보, 가뭄 스트레스, 정밀 농업
등) 등의 분야에 적용됩니다.
ERIN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캐나다 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 벨기에
과학 정책국(Belgian Science Policy Oﬃce), 유
럽 지역 개발 펀드(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및 프랑스 국립 우주국(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등의 기관으로
부터의 기금 지원을 받는 다수의 E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및 벨기에의 가운데에 위치하
고 있어 출장이나 휴가 시 항공, 철도 및 도로 교
통을 통해 수많은 유럽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합
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및 암스
테르담 등의 주요 도시가 모두 한 시간 거리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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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구사 능력 역시 국가적인 특징입니다. 모
국어인 룩셈부르크어 외에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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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환경

룩셈부르크로의 이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수도는 유럽의 수도
로서 활기차고 국제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삼
림 지역으로부터 단지 몇 분 거리에 위치하여 장
엄한 경관 및 그림같이 고풍스러운 역사적 장소
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개
인 안전 및 보안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
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가족들이 살기에도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및 스포츠

룩셈부르크는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과
학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학부, 법학, 경제 및 금
융학부, 인문학, 예술 및 교육 과학부 등으로 구
성된 룩셈부르크 대학의 설립으로 룩셈부르크
교육 시스템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
다. 유럽 학교(European School), 프랑스 학교
(French Lycée Vauban) 영국의 성 조지 학교
(British St. George’s School) 및 영어 국제 학교
(English language International School) 등 다
양한 국제 학교의 존재 역시 룩셈부르크의 국제
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극장, 음악 및 문
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이뮌스터 사
원, 필하모닉 홀, 록홀, 키브쉬베흐 및 문화 센터
와 여러 다양한 박물관은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위
해 새로 조성된 인프라 중의 일부입니다. 룩셈부
르크는 또한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가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설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국
가입니다.

Support ed by:

룩스이노베이션

Luxinnovation GIE | 5, avenue des Hauts-Fourneaux
L-4362 Esch-sur-Alzette | Luxembourg
T +352 43 62 63 - 1 | info@luxinnovation.lu

룩셈부르크 경제부

Ministry of the Economy | 19-21, boulevard Royal
L-2449 Luxembourg | Luxembourg
T +352 24 78 41 37 | info@eco.public.l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