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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이 일어나는 교차로 룩셈부르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업 시작과 확장을 하기에 알맞은 사업지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룩셈부르크가 사업의 최적지 입니다.

© Tristan Schmurr

룩셈부르크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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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관문

룩셈부르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에 적합
한 관문입니다. 유럽연합(EU) 창설 회원국이자 유로존에 속해 있는 룩셈
부르크는 주요 유럽 시장에 둘러싸인 중심지에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유럽 연합의 GDP의 60%가 생산되는 지역에 도달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와 유럽의 주요 금융 중심지로서, 국제 무역
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유럽연합 법령이 신속
히 도입되는 국가입니다.

작은 면적의 국가이지만 다국어를 사용하고, 다문화와 다각화 환경을 갖춘
룩셈부르크는 콘셉트 개발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검증하기에 이상적
인 테스트 시장이기도 합니다. 상업 및 정치적 중립 국가로 잘 알려진 룩셈
부르크에서는 우호적인 국제 사업 관계를 쌓기에 유용합니다.

#3

세계 3위
글로벌화된 경제
GDP 대비 국제 무역, 투자 및 수입
흐름과 무역/자본 거래에 대한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선정한 순위.
출처: 2017년 코프 국제화 지수(2017 KOF

© Tristan Schmurr

Index of Globalisation)

4

유로존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

• 단일 시장 – 28개국
(2015년 GDP 14조 6,000억 유로)

• 5억 명의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 가능

• 유로존 19개국
(단일 통화 - 유로)

• 자본,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거리

5

파리 380km
프랑크푸르트 250km
브뤼셀 200km

2. 기업 친화적 환경

#1

룩셈부르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지금의 기업
친화적 환경은 우호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룩셈부르크의 끊임없는
노력뿐 아니라 매력적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가 가능한 룩셈부르크의 능력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노동 생산성

(1시간 근로로 발생한 GDP 기준)

룩셈부르크에서는 공공 기관과 행정 기관으로의 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룩셈부르크에서 활동을 시
작하거나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 Tristan Schmurr

출처: 2017년 코프 국제화 지수(2017 KOF Index of 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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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창업 절차

시설

비즈니스 중심 규제

• 인큐베이션부터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지원책을 갖춘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

• 쉬운 부지 및 사무실 공간 확보

• 간소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

•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테크노포트
(Technoport)에서는 룩셈부르크에 처음
사무실을 내는 스타트업과 국제 기업을
대상으로 16,000㎡의 시설(사무 공간, 공동
업무 공간, 산업용 작업장) 제공

•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낮은 법인세

• 다양한 공동 업무 공간 시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 유리한 수출입 규제

• 간단한 유한책임 회사 설립 절차 : ‘1유로 회사’
• 프로젝트 이니시에이터 및 기업가들을 위한
원스톱샵인 ‘더하우스오브인터프리널쉽
(House of Entrepreneurship)’에서 전문적
지원 및 조언 가능
• 모든 법인 설립 문서에 영어 사용 가능
(프랑스어/독일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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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과세방지협약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 우호적인 간접 인건비용

3. 안정성 및 신뢰성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근거지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국제 기업들은 예

외 없이 장기적 성장 전망이 좋고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룩셈부르크를
찾고 있습니다.

성과

안정성

• 유럽 평균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
(2015년 성장률 4.8%)

• 모든 신용평가사에서 국가 신용 최고 등급인 AAA 등급 획득 :
탄탄한 거시경제 기반

• 낮은 인플레이션(2016년 0.3%)

• (21% of GDP in 2016)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정부 부채(2016년 기준 GDP의 21%)

#1

출처: 유로스타트(Eurostat)

GDP 성과

(1시간 근로로 발생한 GDP 기준)

© Tristan Schmurr

출처: 스타티스타(Statis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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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개방적 사회

#8

• 의회 민주주의
• 입헌군주제
• 낮은 관료 장벽

세계 8위
국제 경쟁력

출처: IMD 세계 경쟁력 연감 2017(IMD World Competitivity Yearb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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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stan Schmurr

4. 매력적인 근무 환경

10

#1

수많은 매력적인 취업 기회 및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갖춘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국가이자 국제
적인 커리어를 쌓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세계 1위
외국인 근로자가 커리어를 쌓기 좋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안정적인 경제, 안전한 일자리 및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이사비용,
주거비용 학교 수업료 등 룩셈부르크로 이동하는 비용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우수한 인력은 조건이 맞으면 일정 기간 고용주로부터 국외 거주
와 관련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외 거주자 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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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련되고 재능 있는 다언어 가능 인력

#1

진정한 지식 경제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고, 이웃 국가와 그 외의 국가로부터 최고의 인재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룩셈부르크의 다문화 배경의 인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3~4개를 구사
합니다. 즉, 이것은 룩셈부르크에서 당신이 다른 나라의 고객과 자국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들의 필요를 쉽게 이해하는 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외국인들은 쉽게 정착합니다. 룩셈부르크
에는 유럽 연합의 다른 나라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룩셈부르크에서 취업
허가를 간단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유럽 연합에서 국민이 구사할 수 있는
평균 언어 수(3.6개)

© Luxemburger Wort / Alice Enders

출처: Euro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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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00*
거주민

국제적인 인구구성

48 %*

> 170*

외국인

프랑스어
탁월한 언어 능력

다양한 국적

룩셈부르크어

영어

독일어

일반적으로 사용

7th

72.8 %

외국 국적 인력

고도로 숙달된
국제적인 인력 구성

1

7위

st

숙련 인력
고용 1위

BE

2017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

60%

구직 인력의 60% 가 고등 교육
수료 (Statista, 2015년)

179,000

벨기에, 프랑스 및 독일에서
출퇴근하는 통근자 수

DE
FR

*Source: Statec,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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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은 룩셈부르크 경제의 핵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수십 년 동안 통신 분야를 선도해왔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ICT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룩셈부르크는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신뢰받는 데이터 허브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중심적 경제

유럽 HPC 센터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법들에 맞게 맞춰진 룩셈
부르크의 인프라와 법적 프레임워크는 룩셈부르크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고도로 안전한 “디지털 대사관(digital
embassy)”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성능 컴퓨팅(HPC)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디지털 사업에 혁신을 일으
키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HPC 및 빅데이터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범유럽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에 발맞추고자 초당
1페타플롭을 처리할 수 있는 HPC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프라

암스테르담
6 ms
런던
8 ms
브뤼셀
3,5 ms

뉴욕

프랑크푸르트
3,5 ms

스트라스부르크
4,8 ms

파리
4,8 ms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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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28

40%
룩셈부르크

23

유럽 내 주요 허브에
28개 국제
광섬유 라우트 연결시

유럽 내 모든
Tier IV 데이터 센터 중
40%가 룩셈부르크에 위치

23데이터 센터 중
8개는Tier IV 인증서 보유

2015년부터 제공

데이터 센터는 매우 안정적인 전력망에서 얻는 낮은 비용의 친환경 에너지
로 운영됩니다.

• 인구의 98%가 100Mbps 인터넷에 연결
• Gbps 연결(최소 커버리지 50%)
2020년부터 제공
• 초고속 광대역망을 전국으로 확대(“가정 내 가입자망(FTTH)”)
• 1Gbps 연결(커버리지 100%)
룩셈부르크 상업용 인터넷 교환망(Luxembourg Commercial Internet
Exchange, LU-CIX)은 지연 없이 매우 빠른 왕복 전송 시간으로 대용량
회선을 통신사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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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의 물류 허브

#2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항공, 도로, 철도, 수로 인프라
가 잘 되어 있어서 경쟁력 있는 대륙 간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 대륙 간 물류 허브로서 계약, 항공 및 철도 화물 물
류 활동을 중심으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네룩
스(Benelux)에 최첨단 복합 허브를 설치했습니다. 물류는 한 부문에 국한
되지 않기 때문에, 물류는 한 부문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요 부문
과 더불어 물류 허브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세계 2위
국제 물류 역량

부가가치 물류를 위한 복합 교통 허브

#1

세계 1위
“시기적절함” 부문

#1

세계 1위
“간편한 선적 수배” 부문

출처: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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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air Cargo

룩셈부르크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가 유럽연합 시장에 시기적절하게 접
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효율적인
규제 및 행정 프레임워크 덕분에 상품 처리가
효율적이고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룩셈부르
크의 전문 시설로는 의료 보건 및 제약 상품 전용
취급 센터와 귀중품을 위해 철저한 보안을 갖춘
프리포트(Freeport) 등이 있습니다.

6번째 규모
유럽 내 항공 화물 플랫폼

출처: 룩셈부르크 핀델 공항(Lux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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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GDP의

60%

트럭 기준으로 1일 이내에 도달 가능
범위에 위치

8. 투자, R&D 및 혁신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서 룩셈부르에서는 사모 펀드
투자를 구성하기 위한 금융 수단은 물론이고, 민간 금융 부분에 대한 접근
성이 뛰어납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는 1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뒤를 잇는 2위 투자 중심지로서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벤처 캐피털, 부동
산 등의 대체 자산 클래스 및 투자 전략에 맞춘 구조 설계에 특화된 전문성
을 축적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기업들은 활동을 확장하고 혁신적 콘
셉트와 제품을 개발하고,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공공 기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 및 혁신 보조금

민간 금융 부문

• 신생 혁신 기업 지원

• 은행

• 프로세스 및 기업 혁신 보조금

룩셈부르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기업 대상.
•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타당성 연구
• 중소기업(SME)을 위한 혁신 지원

• 비즈니스 엔젤
룩셈부르크 퓨쳐 펀드

• 벤처 캐피털

룩셈부르크 퓨쳐 펀드(Luxembourg Future Fund)인 1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은 초기 및 후기 단계에 있는 혁신적 유럽 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업에 투자 자금으로 주어집니다.

정부 대출
룩셈부르크 투자 은행(Société Nationale de Crédit et d’Investissement,
SNCI)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기업과 프로젝트에 중장기 단위로 자금
을 조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출 신용
룩셈부르크 수출 신용국(Luxembourg Export Credit Agency, Oﬃce du
Ducroire)에서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 무역을 할 때 지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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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역량
룩셈부르크의 공립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생체 의학
등의 주요 분야에서 고등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연구 기관들은 민간 부문과의 협업에 매우 개
방적이며 제품 개발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기업과의 협업을
중시합니다.
연구 중심적인 룩셈부르크 대학(University of Luxembourg)
은 세계 상위 20개 신생 대학교 랭킹에 오른, 컴퓨터 공학, 법
률, 금융, 교육학에 초점을 둔 대학교 입니다. 룩셈부르크 대학
교 보안신뢰연구소(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 bility and Trust, SnT), 룩셈부르크 시스템 생체 공학 센
터(Luxembourg Centre for Systems Biomedicine, LCSB),
룩셈부르크 현대 및 디지털 역사 센터(Luxembourg Centre
for Contemporary and Digital History, C2DH)에서는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과학 기술원(Luxembour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IST)은 재료, 환경 및 정보 기술 분야의
연구 기술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보건연구소(Luxembourg Institute of Health,
LIH)은 지식 연구 및 개인 미래헬스케어 및 개인 맞춤화된 의
료 관련 임상 실험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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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용성 및 다문화

룩셈부르크는 사회적으로도 포용적인 경제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과 제도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으로 룩셈
부르크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전통처럼
이어져 왔던, 외국인이 환영받는 룩셈부르크의 분위기로 더욱 가속화 되
고 있습니다.

다언어 교육
룩셈부르크의 국제적 특성은 교육 시스템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룩
셈부르크의 수준 높은 공립 학교에서는 룩셈부르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로 교육을 제공하고 일부 주립 학교에서는 국제 대입 자격 및 A-레벨 시
험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에는 명문
국제 학교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유럽학교(European School), 룩셈부르
크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Luxembourg), 성 조지 국제 학교(St.
George’s International School), 프랑스어로 교육 가능한 리세 보방 학교
(Vauban – École et Lycée Français de Luxembourg) 등이 유명합니다.

#2

룩셈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Luxembourg)는 다언어, 다학문, 국제
적 특성이 뚜렷합니다. 지식, 연구, 혁신에 투자하고자 하는 룩셈부르크의
국가 비전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상호 결합을 촉진하
는 현대 유럽 고등 교육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포용적 경제

출처: 세계경제포럼의 포용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World Economic
Forum,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룩셈부르크는 성장과 고용이 안정적이고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환경 관리가 철저하고 정부 부채가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1

유럽 연합 1위
국제화 수준
출처: 유로스타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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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성과 높은 삶의 질의 수준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에서 커리어를 쌓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을 즐기
고 가족을 꾸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매력적인 수
도가 대부분 근접해 있어 여행에도 이상적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였지만, 이제는 사업, 라이프 스타일, 가족
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찾고 계십니까?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수당, 실업 보험, 건강 보험, 장애 연금 및 퇴직 연금 등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원하십니까?
룩셈부르크는 유럽 전역의 50개 지역으로 가는 직항이 연결된 것으로, 여
러 주요 도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를 여행하
고 싶다면, 룩셈부르크 수도에서 기차 또는 자동차로 넉넉히 30분이면 도
착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나 자연을 사랑하십니까?

세계 1위 외국인에게 안전한 국가

룩셈부르크에 산다면 아름다운 녹음이 우거진 전원 지역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풍경이 수 놓인 수천 킬로미터의 하이킹
및 자전거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네이션 서베이(InterNations survey)

#1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룩셈부르크의 활기찬 문화계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예술, 음악, 춤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중세 시대에 뿌리를
둔 에히터나흐의 호핑 댄스 행렬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외식을
즐기거나 고급스러운 미식을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한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밀집도가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세계 1위 보건 의료 부문
출처: 세계 번영 지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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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부문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룩셈부르크는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 덕분에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
요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자동차 산업의 주요 R&D 중심
지일 뿐만 아니라 1차 및 2차 공급업체에게는 핵심적 지역입니다. 룩셈부
르크의 자동차 산업 부문은 국가의 ICT 전문성에 힘입어 스마트 모빌리티
와 연결된 자동차와 관련된 부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국가로서, 사
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가 철저한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다른 주요 부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면 ICT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신뢰받는 “빅데이터” 허브로서 ICT 기업
개발과 국제화, 혁신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효율적인 공공 연구 인
프라와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이 시장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모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린테크
룩셈부르크는 오염, 폐기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며,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산업 부문의 기업들
은 주로 친환경 건설, 재생 에너지, 폐기물 관리, 물관리 분야에 종사하며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룩셈부르크의 목표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생명 공학

금융

물류

자금 관리와 사금융 분야에 선두 국가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닦아온 룩셈부
르크는 유로존의 주요 금융 중심지로서 세계 12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시
장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이고 아시아, 중동, 남미에서 다수의 고객을 확보
한 덕분에, 투자 펀드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룩셈부르크는 국제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성공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사업 계약, 항공 및 레일 화물 기반 물류 활동을 중심으로 대륙간 물류 허브
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여러 매력을 가지
고 있어 돋보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체 의학 및 생명
공학 분야는 개인 맞춤 의료의 4가지 측면(디지털 보건, 신경 퇴행 질병, 분
자 진단, 면역 종양학)에 상당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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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제조
룩셈부르크의 제조 부문에서는 합성물, 다기능 재료 및 고도로 맞춤화된
생산 기술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산업 부문은 매우 국제 지향적으로, 룩셈부
르크는 생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제조업 분야
의 수치로는 32,200명을 고용하며, 총 국가 고용 규모의 8.3%, 국가 부가
가치의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
룩셈부르크는 선박 소유주,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해양 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 해운 활동에 매력적인 허브입니다. 룩셈부르
크에서는 금융 전문성과 매력적인 법인, 운영 및 세제 구조에 힘입어, 기업
들이 새로운 국제적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우주
1985년 세계적인 위성 사업자 SES를 설립한 이후 룩셈부르크에서는 우
주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에서
유럽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실현해 나갑니다.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스페이스 리소스(SpaceResource.lu) 이니셔티브로 우주 자원을 개발한 기
업이 소유권을 가지는 우주자원법을 제정하면서 룩셈부르크의 포부를 실
현할 날을 더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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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서 제공하는 지원
여러분의 기업이 룩셈부르크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룩셈부르크는 국제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
용한 정보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
이안 크레스웰(Ian Cresswell)
Phone
+352 43 62 63-664
E-mail
ian.cresswell@luxinnovation.lu
www.luxinnovation.lu

심층적 정보
문의를 통해 룩셈부르크에서의 사업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를 빠르게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

스타트업
룩셈부르크는 활기차고 성장세의 스타트업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룩셈
부르크는 스타트업이 성장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
공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선택하여 제공합
니다.

빈센트 히에프(Vincent Hieﬀ)
Phone
+352 247-84739
E-mail
vincent.hieﬀ@eco.etat.lu
www.gouvernement.lu/meco

맞춤형 룩셈부르크 방문 프로그램
정부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 잠재적 파트너까지 단 2일 만에 만나볼 수 있
는 맞춤형 방문을 설계해 드립니다. 언제든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 열려
있는 공공 기관이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주요 네트워크 소개
룩셈부르크의 산업 부문의 전문가들이 잠재적 고객, 사업, 혁신 및 R&D 파
트너를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회사 설립 지원
‘더 하우스 오브 인터프리널쉽(House of Entrepreneurship)’의 파트너쉽과
함께, 저희는 룩셈부르크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빠르고 안
정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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