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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신기술의 진보로 국제적 수요와 생산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
으로 여러 물류 문제 또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류 공급망 솔류선은 글로벌 기업들에
게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룩
셈부르크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수출 중심 경제는 유럽에서 성공적인 사
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세계 2위
우수 물류 성과
국가

룩셈부르크는 지난 10년간 부가가치 물류 활동(예: 3PL 및 4PL)에서 국
제 물류 멀티 모달 허브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특수한 취급 및 보관 솔루션이 필요한 유형의 제품을 중심
으로 물류 부문 내에 복합 상품 전문화 전략을 도입해왔습니다. 룩셈부르
크 물류 허브는 보건 의료 및 제약 상품 전용 취급 센터를 설립하고 룩셈부
르크 공항에 고가품을 위해 철저한 보안을 갖춘 프리포트(Freeport)를 설
치하면서 더욱 입지를 강화해왔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
을 맺어, 2016년 발표된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
습니다.

#1

세계 1위
“시기 적절함” 부문

룩셈부르크가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룩셈부르크가 여러 다양한 매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세계 1위
“간편한 선적 수배” 부문

출처: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 성과 지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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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 Impulse

유럽의 이상적인 물류 관문

전 대륙 항공 연결
룩셈부르크 국제공항은 유럽의 주요 화물 공항이자,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사인 카고룩스(Cargolux)의 본거지입니다. 룩셈부르크 공항에서는 스위스
화물 네트워크인 판알피나(Panalpina)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화물 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 및 기타 화물 항공사(중국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실크
웨이항공, 아틀라스항공, 카타르항공)의 화물 네트워크가 매일 전 대륙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th largest

유럽 6위 규모의 항공 화물 플랫폼

룩셈부르크 화물공항센터는 연간 100만 톤의 화물 처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대적인 항공 화물 취급 시설을 갖춘 룩스에어카고
(LuxairCARGO)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지상 화물을 핸들링
하며, 화물용 광폭 동체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화물을 내리고 세관을 통과
할 수 있게 합니다. 화물들은 공항 근처에서 대기 중인 수송 트럭들을 통해
유럽 내 어느 도시라도 24시간 내로 배송됩니다.

출처: 룩스에어포트(Luxairport)

350 metres

가장 멀리 주차되어 있는 화물 항공기부터 화물 센터까지 최대 거리
350m. 도로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 화물 전문
• GDP 인증 의약 및 의료 보건 센터
• 부패성 화물 취급을 위한 온도 관리 환경
• 가축 질병 시설을 갖춘 가축 전용 전문 스테이션
• 위험물 전용 구역
• 특수 대형 화물 취급 시설
• 진공 냉장고를 갖춘 생화 취급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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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air Cargo

룩셈부르크 공항 : 주요 정보
• 화물 전용 국제 공항
• 원활한 공항/슬롯 이용
• 활주로: 4,000 x 60m, CAT III-b 운영
• 취급 용량: 100만 톤(확장 가능)
• B747-8 유형 항공기까지 이용 가능
• 정규 화물기 취급 전용 포지션 8개(추가로 4개 개발 중)
• 짧은 이착륙 거리
• 최단 항공기 적자/재적재 시간(화물을 가득 실은 B747 화물기: 120분)
• 85,500㎡ 화물 센터
• 트럭 도크 113개 및 충분한 트럭 주차장
• 항공기에서 트럭까지 이동 거리 108m
• 짧은 환적 시간(평균 8시간)
• 유럽 전역의 고속도로에 직접 액세스
• •품질 인증: ISAGO, TAPA, SMS, GDP, ISO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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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L 멀티모달은 룩셈부르크의 통합 수송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및 철
로-고속도로 플랫폼)을 관리합니다. CFL 멀티모달은 앤트워프(Antwerp),
르불루(Le Boulou), 루지(Lodz), 리옹(Lyon), 트리에스테(Trieste), 제브뤼
헤(Zeebrugge)까지 직통 복합 열차를 운행하며, 크레인 사용이 가능하거
나 불가능한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에 효율적인 복합 연결편을 제공합니다.
CFL 복합 운송사는 창고업, 크로스도킹 및 위탁, 화물운송(항공, 해양, 철
도 및 도로), 도로 물류(FTL, LTL, 혼재 수송, 유통), 세관 통과 등의 물류 서
비스 일체를 제공합니다. CFL 멀티모달은 맞춤 물류 솔루션 설계에 특화
되어 있습니다.

주요 유럽연합 항구 및 터키 허브로까지 확장되는 관문
룩셈부르크에는 북해, 발트해, 이베리아 반도, 지중해, 터키 및 기타 주요
유럽 연합 허브까지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철도가 룩셈부르
크 국영 철도회사인 CFL 멀티모달(CFL Multimodal)에 의해 제공되고 있
습니다. 또한, 유럽을 통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루트도 계획되어 있
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주요 남/북 및 동/서 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회랑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유럽 소비자 시장에 간편하면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룩셈부르크 및 프랑스 남부 간 레일 고속도로 수송
로리 레일(Lorry-Rail)은 기차-트럭(트레일러) 연결편을 통해 복합 화물 운
송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로리 레일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남부를 연결하는 표준 자동 세미 트레일러를 위한 레일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남서부 간의 1,000km 이상의 거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을 통과하는 로리 레일의 새로운 루트가 계획되
어 있기에, 로리 레일의 교통 운송 수단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0%

유럽연합 GDP의 60%

무거운 대형 화물 운송을 위한 내륙 항구

트럭 기준으로 1일 이내에 도달 가능 범위

룩셈부르크의 내륙 항구는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 운반을 위하여 효율적
이고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메르테르 하천 항구
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다른 내륙 및 북해 지역으로 수로 지향적
인 복합물류 서비스 및 창고업을 제공합니다(예 : 연안 운송). 이 항구는 주
로 철강, 철, 석유 제품, 건설 자재, 비료, 중량 콘크리트 요소 등의 대형 상
품과 컨테이너를 발송하고 받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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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을 위한 전용 인프라

© Kühne+Nagel

물류 전용 파크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두 개의 물류 전용 파크인 유로허브 센터(Eurohub
Centre)와 유로허브 사우스(Eurohub South)는 공항, 복합 철도/육상 터미
널, 내륙 하천 항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예:
창고 시설 건설/임대). 두 파크 모두 주요 유럽 고속도로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FANUC

일본 로봇 제조사 파눅(FANUC)은 은 유로허브 센터(Eurohub
Centre) 물류 파크에 유럽 로봇 및 로보머신 주문 제작 및 유
통 센터(European Customisation and Distribution Centre of
Robots and Robomachines)를 설립했습니다 파눅(FANUC)은
유럽 상품을 한 곳에서 주문 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분석한
결과, 룩셈부르크가 이상적인 위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
택의 이유는 룩셈부르크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룩셈부르
크에서의 고객 위치, 운송할 화물량과 교통, 인력, 창고 보관 비
용 등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배치(Masterbatch) 생산 기업 암파세트 유럽 법인
(Ampacet Europe)은 2015년 5월 유로허브 사우스(Eurohub
South) 물류 파크에 유럽 유통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암파세트
는 룩셈부르크에 센터를 설립한 덕분에 운영 안정성과 효율이 개
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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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보건 의료 센터

우수 공급망 관리 인증 선두 국가

보건 의료 및 의약 상품의 취급은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점점 더 규제가 강
화됨에 따라,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룩셈부르크 공항 내에는 화물 센터에 전용 의약품
및 보건 의료 센터(Pharmaceuticals & Healthcare Centre)가 설치되었습
니다. 3,000㎡ 규모의 이 의약 및 보건 의료 센터는 2가지 온도 구역을 제
공합니다. 첫 번째 구역에 해당하는 2~8°C 구역은 818㎡이고 두 번째 구
역에 해당하는 15~25°C 구역은 1,600㎡입니다. 지속적 온도 모니터링 기
능의 온도 관리 ULD(단위 하중 장치) 포지션 70개를 갖춘 룩셈부르크의 의
약 및 보건 의료 센터는 WHO와 IATA, EU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인체
용 의약품 유통 관리(Good Distribution Practice, GDP)의 요구 사항을 모
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물류 활동을 더욱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최신 유럽연합 GDP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요건을 준수하
고 자격을 갖춘 화물 항공 허브로 거듭 났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하
고 완벽한 GDP 인증을 받은 여러 물류 서비스 업체(예 : 아서월터(Arthur
Welter), 볼로레로지스틱스(Bolloré Logistics), DB 쉥커(DB Schenker), 익
스피다이터스코리아(Expeditors),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 판알피
나(Panalpina), 발렌보른(Wallenborn)과 더불어 카고룩스(Cargolux)와 룩
스에어카고(LuxairCARGO)도 각각 세계 최초로 완전한 GDP 인증을 받은
화물 항공사와 공항 화물 취급 대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홍콩 및 상하이와 함께 GDP를 완벽히 준수하는 의
약 및 보건 의료 화물 전용 종단간 무역로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영역
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공항(Luxembourg airport), 홍콩 항공
화물 터미널(Hong Kong Air Cargo Terminals) 및 상하이 동방 항공 물류
(Eastern Air Logistics)는 각각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해 각서는 룩
셈부르크 공항과 홍콩, 상하이를 오가는 모든 보건 의료 관련 화물에 GDP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5%
© LuxairCARGO

2014~2016년에 룩스에어카고(LuxairCARGO)에서 취급한 온도
민감 화물량이 24,400톤에서 30,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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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포트(Le FREEPORT)

© Le FREEPORT

공항 화물 센터 옆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프리포트(Le FREEPORT
Luxembourg)는 귀중품 보관, 취급 및 거래 전용 다중 서비스 플랫폼입니
다(예 : 미술품, 고급 와인, 귀금속, 수집품). 이 첨단 시설은 철저한 보안, 온
도 및 습도 관리를 제공하며, 첨단 기술로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
습니다.

© Le FREEPORT

프리포트는 세관의 감독에 따라 운영되며, 공인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상품
이 출납될 때 세금 및 관세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 사업자들은
보관된 상품의 이동과 물리적 위치를 포함한 상세한 재고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유럽 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프리포트로 수입되는 상품은 유럽연
합에 최종 수입될 때까지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과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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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관소

국제 전자상거래

공항 화물 센터는 동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의 인증을 받은 가
축 검역소를 운영합니다. 완전한 인증을 받은 국경 검역소와 가축 질병 치
료 서비스, 동물 보관 장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각 동물의 종류에 맞
게 온도와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방음이 되는 격리 구역에 50개의 전용 구
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여러 기기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면서 다양한 상품 선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아진 소비자들
의 기대에 따라 원활한 온라인 쇼핑 경험이 온라인 리테일러의 성공에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또는 결제 보안과 마찬가지로
물류도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놓쳐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룩셈부르크가 가진 매력 요소들로,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온라인 리테일러
을 위한 주요 물류 허브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온라인 리테일러의 구미에 맞는 양질의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화 긴급 처리
룩스에어카고(LuxairCARGO)는 공항 내 다양한 기관과 당국의 협력을 얻
어, 공항에서 생화를 옮겨 싣는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했습
니다. 항공기 착륙에서 생화를 내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트럭
에 실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
시간입니다.

유니레버(Unilever)는 프리미엄 차 브랜드 립톤(T.O. by Lipton)의 유럽 내 전자 주문 처리 센터지로 룩셈부르크를 선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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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다국어 사용가능 노동력

© ECO Marc Schmit

룩셈부르크의 노동 인력 중 3분의 1은 매일 주변 국가에서 통근하는 인력
들로, 국제적 사고방식, 이동성, 세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유한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꾸준히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모든 수준에 이르는 물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습니다. 한 예로 룩
셈부르크 대학(University of Luxembourg)은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및 룩셈부르크 정부와
협력하여 물류 부문의 연구, 혁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룩셈부르크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센터(Luxembourg Centre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LCL)를 설립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센터
는 MIT 국제 “공급망 및 물류 우수성(Supply Chain & Logistics Excellence,
SCALE)”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공급망 및 물류 분
야를 전담하는 주요 연구 및 교육 센터의 국제적 연합체입니다.

물류 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유럽 28개국으
로 구성된 물류 네트워크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uropean
Fulﬁlment Network)를 룩셈부르크에서 운영합니다.

• 물류 기술자 학위 :
고등학교 프로그램
• 물류 및 교통 부문 소개 :
직업 교육

보다폰(Vodafone)은 구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국제 글로벌
구매 업무를 룩셈부르크에서 처리합니다.

• 룩셈부르크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센터(Luxembourg Centre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석사, 박사 및 임원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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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스마트 물류 : 미래를 향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예측적 분석, 자동화,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약 물류, 창고 관리
에서 종단 간 추적 기능, 라스트 마일 배송(last-mile delivery)에 이르기까
지 모든 물류 가치 사슬의 프로세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
니다. 룩셈부르크는 이러한 미래의 과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룩셈부르
크에 설립된 물류 기업이 적절한 협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규모, 민첩성, 신규 첨단 기술 발전 의지까지 모
든 것이 실제 환경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살
아있는 실험실’ 입니다.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
룩셈부르크의 혁신 기업들은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R&D 활동을 수행할 것
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대학(University of Luxembourg)의
룩셈부르크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센터(Luxembourg Centre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와 협력하여 합동 산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적인 룩셈부르크의 물류 스타트업은 인큐베이터 또는 혁신 센터에서
관리 및 코칭을 받으며, 초창기부터 성숙 단계까지 무리 없이 발전할 수 있
습니다. 룩셈부르크 물류 생태계는 보조금과 자본 투자의 형태로 유망한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핏 포 스타트(Fit 4 Start)는 펀딩과 코칭으로 초
창기 ICT 스타트업들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테크 펀드(Digital Tech Fund)
는 물류나 ICT 등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과 개발
을 돕는 종자 펀드입니다. .

룩셈부르크는 중부 및 남부 지역을 테스트 실험실로 삼고, 네
트워크와 연결된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제 디지털 실험실의 일부로, 프랑스의 메츠 지역(Metz
region)과 독일의 자를란트(Saarland) 지역과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독일 3국은 모든 도로 부문
에서 혁신적 기술을 테스트하는 환경 조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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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프라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네트리카(Nektria)는 디지털 테크 펀드
(Digital Tech Fund)에서 가장 먼저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 중 하
나로, 라스트 마일 배송(last-mile delivery)를 최적화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빅데이터와 지능적 분석은 물류와 공급망 부문, 특히 프로세
스 효율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하는 기업들은 최첨단 ICT 인프라가 필
요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서 디지털 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
을 제공합니다.

티벡(Tyvek®) 에어 카고 커버(Air Cargo Covers)는 룩셈부르
크의 뒤퐁 드 느무르(DuPont de Nemours)가 생산하는 제품입
니다. 이 제품은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의 충격을 낮추어 습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부패성 품목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 고성능 컴퓨터 개발
2018년까지 고성능 컴퓨터(HPC) 개발
• 지연을 최소화한 인터넷 허브 :
주요 유럽 허브로 연결된 28개 국제 광섬유 루트

보다폰(Vodafone)과 테크노포트 인큐베이터(Technoport incubator)
는 투마로우 스트릿 이노베이션 센터(Tomorrow Street Innovation
Center)를 설립했습니다. 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 유럽 최고의 첨단 데이터 센터 파크 :
23개 데이터 센터, 그중 8 곳 티어 4(Tier IV) 등급
• 탄력적이고 안전한 ICT 환경 :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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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한 수입, 운송 수출 절차

서류 없는 업무 환경을 위하여

공인 인증 기관

국제 기업의 증가 및 공급망 보안 필요성의 증가로, 무역 및 세관 절차에
대한 자동화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 룩셈부르크 세관 및 소비세 당국(Luxembourg Customs and Excise
Administration)에서는 무역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가
능케 하는 ‘서류 없는 무역’ 관세 환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룩셈부
르크는 단일 물류창구(Single Window for Logistics)를 도입해 국제 무역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표준화 하며, 기업이 한 곳에서 국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국제항공운송
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인증받은 전자 화
물 지정 국가입니다.

많은 자동차 및 전제 제조업체들은 유럽공인인증기관인 룩셈부르크 기술
표준원(SNCH)의 인증을 국제시장 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기술표준원(SNCH)은 국제시장에 필요한 인증을 기업들이 최
소한의 시간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정 · 회계 대행 서비스
유럽연합(EU)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이 도착되는
최종 국가에 고정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실이 룩셈부르크에
없어도 재정•회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 등 제품 수입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경제운영자(AEO,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부가가치세(VAT) 선납부 면제

공급과정에서 특정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공인경제운영자(AEO) 자
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세관과 협력하여 유럽
연합 국경에서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예 : 상품
검역 시 우선 처리 혜택).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에 상품을 수입하면 특정 창고 보관 제도에 따라 상품
을 보관하지 않는 한, 수입 국가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대부
분 유럽연합 국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룩셈부르크
는 이러한 절차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에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VAT)를 사전에 납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특별한 경우 요청 시 유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룩셈부
르크는 절차가 단순하고 자동화되어 있으며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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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물류 기업

룩셈부르크는 경험이 풍부한 모든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예 : 운송사, 취급 대행사, 대행운송업자)가 입지해 있어, 유럽연합 시장에 가장 시기 적절하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국제 기업이 룩셈부르크를 통해 유럽이나 국제 고객에게 상품을 운송합니다.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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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ebrugge

Poznan

Berlin

Mal

Calais
Bettembourg

Lodz

Frankfurt

Paris
Munich
Aiton

Irun

Lyon
Le Boulou

Barcelona

Marseille

Tarrag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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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
Orbassano

Trieste

CHINA

기존
예정
제삼자

laszewicze

기존

기존

Istanbul

Izmir
Mer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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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에서 제공하는 지원
룩셈부르크 경제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룩셈부르크에서 물류 활동
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 룩셈부르크에서의 기업 설립, 맞춤형 지원 및
기타 무료 컨설팅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 물류 클러스터
룩셈부르크 물류 클러스터(Cluster for Logistics Luxembourg)는 물류 활
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공공 및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
폼을 제공합니다. 공통적 목표는 룩셈부르크가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분야
를 중심으로 주요 유럽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룩셈부
르크 물류 클러스터의 이니셔티브와 활동은 물류인들을 위한 도구(Tools)
를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심층적 정보
부동산 솔루션에서 혁신적 지원 제도에 이르기까지 룩셈부르크에서 기업
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룩셈부르크 방문
관련 담당자 만남이나 물류 파크 방문 등을 포함한 각 섹터에 맞는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설계해드립니다.

문의처
룩셈부르크 물류 클러스터
info@c4l.lu
www.clusterforlogistics.lu

주요 물류 네트워크 만남 주선
잠재적 고객, 정부 관계자, 물류 서비스 업체, 파트너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룩셈부르크 정부 관계자와 협력 지원의 의지에 놀라게 되
실 것입니다.
회사 설립 지원
룩셈부르크에서의 회사 설립 절차를 안내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룩셈부르크 경제부 물류국
info@logistics.lu
www.logistic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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