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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EMBOURG 12TH MOST COMPETITIVE 
ECONOMY 

룩셈부르크, 12 번째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2019 년도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12 번째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선정되었다. 

룩셈부르크는 특히 경제적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19 classifies Luxembourg as the 12th most 
competitive economy in the world. The 

country ranks particularly high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Read more 

 

ANISOPRINT: LUXEMBOURG AN IDEAL EU 
BASE 

러시아 스타트업 아니소프린트(Anisoprint), 

EU 기지로 룩셈부르크 선택  

3D 프린팅 소재 기술 분야 러시아 

스타트업인 아니소프린트(Anisoprint)가 EU 

기지로 

룩셈부르크를 선택했다.아니소프린트의 본사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룩셈부르크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다.  

When Russian start-up Anisoprint decided in 

2018 to bring its pioneering 3D printing 

technology for composite materials to the 
European market, Luxembourg quickly stood 
out as the ideal EU base. One year later, the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mov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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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as well as most of its staff 

here. Convinced by the country’s start-up 
friendly environment and excellent support 
network, Anisoprint is also counting on a 

strategic research partnership to meet the 
requirements of large industrial clients. 

 Read more 

 

LUXEMBOURG SECOND BEST COUNTRY TO 
RAISE A CHILD 

유럽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나라들의 평가에서 전세계 2 위를 

차지하며, 하위 범주인 "건강과 안전(Health 

& Safety)"에서 1 위를 차지했다. 독립 소비자 

연구 및 데이터 기반 개인 금융 사이트 

님블핀스(NimbleFins)는 자녀 양육을 위한 

유럽 최고의 국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 

및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Luxembourg ranks second in a study of the 
best countries in Europe to raise a child, and 
first in the sub-category "Health & Safety".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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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 LUXEMBOURG START-UPS SELECTED 
FOR VIVATECH 2019 

8 개의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기업들, 2019 

비바텍(VIVATECH)에 선택 

2 년 연속으로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국제기술 박람회인 

비바텍(VIVATECH)에 소개되었다. 8 개의 

스타트업은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룩스노베이션(Luxinnovation)이 주최하는 

룩셈부르크 파빌리온에 전시회에 초청되었다.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Luxembourg’s start-up ecosystem will be 

present at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fair 

VivaTech. Eight start-ups have been invited 

to exhibit at the Luxembourg pavilion 
organis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the 
Ministry of the Economy and Luxinnovation. 

 Read more 

 

LUXEMBOURG MOST "OPEN FOR 
BUSINESS" 

룩셈부르크, 기업에 가장 개방적인 나라  

룩셈부르크가 미국 언론사인 US 뉴스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한 최고의 국가 순위의 기업 

활동 개방성 부문(Open country for 

business)에서 전세계 1 위를 차지했다. 

룩셈부르크는 순위에서 기업 본사 설립지로 

전세계 세번째로 최적화된 국가로 평가됐다.  

Luxembourg is ranked as the mos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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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for business in the world in the 2019 

Best Countries study by U.S. News & World 
Report. The country is also considered as the 
third best country to headquarter a 
corporation.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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