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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모든 기업은 필요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자유 전문직뿐 아니라 상업,
숙련된 기술에 관련된 일들도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업 활동

기타 규제를 받은 활동

사업 허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경제부가 발행합
니다.
신청자가 룩셈부르크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자격 요건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룩셈부르크에 고정된 물리적 시설을
두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적
자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적인 회사 경영 지식
에서부터 특정한 전문 자격과 대학 학위까지 다양합니다.

기타 규제를 받은 활동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전문 자격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은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원(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의 규제를 받습니다. 활동이 근로자, 일반 국민 및/또는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흔히 코모도/인코모도(commodo/
incommode)라는 특별한 운영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예 :
룩셈부르크 보건부, 룩셈부르크 바(Luxembourgish Bar)도 특정 유
형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상업 활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업 허가는 무역 활동(도매, 소
매, 상업적 서비스 제공, 지적 성격의 서비스를 영리 회사에 제공,
산업 활동)입니다. 또한, 룩셈부르크 경제부가 투자 지원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사업 설립을 위한 최종 단계로, 해당 사업장을
룩셈부르크 회사 등기소(Luxembourg Business Register), 공
동 사회 보장 센터(Joint Social Security Centre), 조세 당국(Tax
authorities)에 등록해야 합니다.

노동 생산성 세계 1위
(시간당 노동으로 발생하는 GDP)

출처 : 2017 KOF Index of Globalisation

GDP 성과 세계 1위
(시간당 노동으로 발생하는 GDP)

출처 : Statis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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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기업가는 자신의 사업에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개인 기업 또는 회사).

자영업
개인 기업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자격
으로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기업 형태는 유연하고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와 수수료가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
지만, 기업가의 개인 재산과 상업적 재산에 구분이 없기 때문
에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회사
많은 기업가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을 엄
격히 구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책
임은 자신이 낸 기여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ARL)도 공증된 증
서를 작성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 구성 시 EUR 12,000 이
상을 완전 출자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장점은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첫 주주가 주식 소
유권에 대해 큰 관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간소화된 유한 책임 회사(Simpliﬁed Limited Liability Company,
SARL-S)는 개인 자격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은 개
인 증서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EUR 1~12,0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회사 설립 시 100%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형태도 존재하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모
든 개인 기업과 회사는 룩셈부르크 회사 등기소(Luxembourg
Business Register)에 등록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Public Limited, SA)는 공증된 증서(Deed)를 작성하여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 시 EUR 30,000 이상을 완전 출자하고
25%(EUR 7,500)를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는 새로
운 주주를 받아들이고 자본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SA 약 8,500개 등록

출처 : Statec, 2018

2017년 12월 31일 기준 SARL
18,000개 이상 등록

출처 : Stat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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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룩셈부르크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제3국 국민(EEA 국민(유럽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아니거나 스위스 연방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입국 전에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허가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착을 신고합니다.

거주 허가 신청서는 룩셈부르크 외교부(Luxembourg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ﬀairs) 소속의 이민국에게 보내져
야 합니다. 종업원, 자영업자, 학생, 인턴, 연구자 또는 가족
자격으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제3국 국민은 장관의 명시적 허가
가 없으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룩셈
부르크에 자영업자로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제3국 국민
은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완납 증명서(수수료 EUR 80)를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최종 거주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는 안
내장이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입국 전에 해야 할 일 :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ﬀairs)의 이민국으
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룩셈부르크 정보 :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러 오기 좋은 도시 3위

• 유효한 여권을 준비합니다.
해당 당사자에게 임시 체류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임시 체류 허가
증을 받고 나면, 필요한 경우 장기 비자(D형)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AIRINC, 2017년 3월

외국인이 경력을 쌓기 가장 좋은 국가
출처 : Expat Insider Working abroad Index 2016

입국 후에 해야 할 일 :

인력의 73%가 외국인

출처 : Statec, 2017년 5월

유럽연합에서 가장 국제적인 국가
출처 : Eurosta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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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최근 룩셈부르크 정부는 3가지 목표(공정성, 지속 가능성, 경쟁력)를 내걸고 조세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습
니다.

법인세법

사회 보장

법인 소득세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감소하여 2018년에는 18%가
되었습니다. 법인 회사는 고용 기금과 공동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대차대조표 합계와 대차대조표의 재정 항목에 따
라 부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사회 보장 제도는 질병, 출산, 장애, 사망, 노령, 근
로 및 출퇴근 중 산재 위험을 보장합니다.

지식 재산

사회 보장 기여금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의 16%는 연
금 보험 부담금입니다. (사회 보장 기여금 합계에 포함된) 이 부담
금의 절반은 고용주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의 급여에
서 바로 공제됩니다.

새로운 지식 재산 세법에서는 적격 소득의 80%까지 면세를 허용
합니다. 지출이 적격 자산 및 관련 소득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는 물리적 실재 원칙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만 상표는 제외됩니
다.

모든 회사는 공동 사회 보장 센터에 영업 신고서와 고용 시작 신
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율
룩셈부르크의 자연인에 대한 소득세는 유럽 최저 수준으로, 특히
부부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23개 과세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한계 세율은 2017년 이후로 42%가 되었습
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개인의 세금 부담은 소득과 가계 구성에 따라 달
라집니다. OECD에 따르면 자녀 2명을 두고 맞벌이하는 부부(각
각 평균 급여의 100%와 67%)는 사회 보장 기여금을 포함하여
총 2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효한 이중 과세 조약 80개 이상과
협상 중인 조약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룩셈부르크에서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표준 부가가치세는 17%로, 유럽 연합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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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룩셈부르크는 살기 좋은 국가이며, 일과 생활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거주할 곳 찾기

여러분의 기업에 어울리는 사무실

룩셈부르크에서는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대
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주택 포털 사이트
(Luxembourg housing observatory portal)에서는 지역에 따른 부
동산 가격(임대 및 매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웹사이트, 부
동산 중개소, 이주 대행사에서 부동산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는 여러분의 회사에 맞는 여러 가지 개인 사무소 솔
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주 대행사
이주 대행사는 룩셈부르크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행정 절차에
대한 도움과 개인 맞춤형 자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국
어를 구사하는 팀이 이사 및 형식상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지
원을 제공하여 룩셈부르크에서 편안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

공업 단지와 산업 파크에 회사를 위한 부지 및 맞춤형 건물이 있
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다수의 개인 사업 육성 기관(incubator)도 회
사에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대부분이 부문별 활동과 혁신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사가 육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면
접을 거쳐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생활 수준 18위

출처 : Mercer Quality of Living Survey 2018

세계에서 안전한 도시 1위

출처 : Mercer Quality of Living Survey 2016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도시 2위

출처 : Zipjet The 2017 Global Least and Most
Stressful Cities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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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교육
룩셈부르크는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60% 이상이 외국 태생이
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국제 학생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언어 및 문학, 인문학, 예술 및 교육학부(Facul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Humanities, Arts and Education, FLSHASE)

육아
룩셈부르크에서는 보육 비용이 알맞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이동 거리가 짧
아서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이 간편합니다. 현재 룩셈부르크에는
50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
년 이후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주당 20시간의 주간 보호는 무료
입니다.

• 보안 신뢰 센터(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 SnT)
• 룩셈부르크 시스템 생체 의학 센터(Luxembourg Centre for
Systems Biomedicine, LCSB)
• 룩셈부르크 현대 및 디지털 역사 센터(Luxembourg Centre for
Contemporary and Digital History, C2DH)

초등학교 및 중학교
룩셈부르크는 국제적인 인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명문 공
립(무료) 및 사립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서는 국제, 유럽/
프랑스 바칼로레아,
영국 A 레벨, 독일 아비투어, 다언어 룩셈부르크 바칼로레아(대학
입학 자격)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학교는 전 세계 60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
고 학부 학생은 반드시 1학기 이상 해외에서 수학해야 합니다. 또
한, 여러 가지 국제 및 3개국 학사/석사 학위도 수여합니다.
다른 외국 대학의 캠퍼스도 룩셈부르크에 다수 설립되어 있습니
다. 룩셈부르크의 학생은 유럽 전역의 다양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2003년에 설립된 룩셈부르크 대학교는 국제적이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3개 학부와 다학문 센
터로 구성됩니다.
• 과학, 기술 및 통신 학부(Faculty of Scienc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FSTC)
• 법, 경제학 및 재정학부(Faculty of Law, Economics and
Finance, FDEF)

유럽연합 국가에서 국민이 구사하는 평균 언어 수
1위(3.6개 언어)

출처: Eurobarometer

경제 활동 인구의 41%가 고등 교육 학위 보유
근로자 1,000명당
연구자 7.12명

자세한 정보 문의 :
House of Entrepreneurship
이메일 : info@houseofentrepreneurship.lu
전화 : +352 42 39 39 330

www.tradeandinvest.lu
www.houseofentrepreneurship.lu
www.guichet.l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