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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허가

룩셈부르크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상업, 숙련기술, 산업 활동 및 특정 자유업 직종에는 사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업 활동

기타 규제 대상 활동

사업 설립의 권리에 해당되는 정기적, 지속적 활
동을 위한 사업허가
사업허가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발급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그러한
omy)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인은 반드시 자격 및
직업 윤리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룩셈부
르크 내에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
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전문 자격은 사
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제한이 없는 경우부
터 전문 자격증 또는 대학 학위가 요구되는 경우
까지 다양합니다.

규제 대상 활동은 추가적인 전문 자격 및 인가
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과 핀테
크(Fintech) 기업은 금융감독기관CSSF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의 규
제 대상이 됩니다.

상업활동(도매,
가장 많이 발급되는 사업허가는 상업활동
소매, 상업적 서비스 제공, 상업회사가 제공하
는 지식 서비스, 산업 활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노동자, 대중 및/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활동을 하는 기업은 흔히 “코모도/인코모도
(commodo/incommodo)”라 불리는 특별한 운영
(commodo/incommodo)”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룩셈부르크 변호사
협회(Luxembourgish Bar)와 같은 기관들도 특정
유형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종 단계
는 기업을 룩셈부르크 회사등기소(Luxembourg
Business
Register)
Register),
공동사회보장센터(Joint
Social Security Centre),
Centre) 조세당국 등의 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요 팩트 :
노동 생산성 세계 1위(근로시간 당 GDP
발생)
출처 : 2019 KOF Index of Glob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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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형태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합한 법적 형태를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개
인사업자 또는 회사).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사
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설
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높은 유연성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자의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
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회사(COMPANY)
많은 기업가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재
산과 기업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회사를 설
립합니다. 이 경우 사업 파트너의 책임
책임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으로 제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Public Limited, SA)는 공증 증서
(Deed)를 작성하여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은 €30,000 이상이며 설립 당
시 25%(€7,500)를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는 주주를 추가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ARL) 역시 공증 증서 작성을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은 €12,000 이상이며 회사
설립 당시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주주의 지배권이 커진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 간소화된 유한책임회사(Simplified Limited Liability Company, SARL-S)는 경제부의 사업허
가를 받은 사람만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증서 (private deed)에 의해 회사 설립이 가능
합니다. 최소 자본은 €1 - €12,000이며 회사 설
립 당시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흔
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와 회
상업등기소 등록해야 합니다.
사는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에

주요 팩트 :
2019년 750개 이상의 주식회사 설립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

2019년 6,500개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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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
제3국 국민(EEA 국민, 즉 유럽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국
민이 아니거나 스위스연방 국민이 아닌 사람)이 룩셈부르크에 3개월(90일) 이상 체
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국 전에 거주허가
거주허가를
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허가
거주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룩셈부르크 외교부
(Luxembourg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의 이민국(Immigration Directorate)으로
Affairs)
제출해야 합니다. 종업원, 자영업자, 학생, 인턴,
연구자,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 사유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제3국 국민은 장관의
명시적 허가 없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자영업자로 사
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제3국 국민은 여러가지 조
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후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
룩셈부르크 입국 후,
을 이행해야 합니다.
• 거주할 지자체에 입국을 신고
• 건강 검진
• 행정처리비용(€80) 완납 증명서 제출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신청인에게 최종
거주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는 안내문이 발송됩
니다.

신청 방법
관련자는 룩셈부르크 입국 전 반드시 다음 사항
을 이행해야 합니다.
• 외교부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제출
주요 팩트 :
• 유효한 여권을 소지

세계에서 가장 일하러 오기 좋은 도시 3위

이후 당사자에게 임시 체류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반드시 장기 비자(Type D)를 신청해야 합니
다.

출처 : AIRINC, March 2019

외국인이 경력을 쌓기 좋은 국가 세계 3위
출처 : Expat Insider Working Abroad Index 2019

유럽연합에서 가장 국제적인 국가
출처 : Eurosta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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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조달 및 지원책
룩셈부르크에 안착한 기업들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및 지원책을 통해 사업 활동을 확
장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원금

젊고 혁신적인 기업을 위한 조치

사업영역 확장 및 혁신적인 컨셉이나 상품을 개
발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프로
젝트를 추진하는 중소기업(SME)은 중소기업 투
자 지원금을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기업가
위한 계획을 통해 지
분투자액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제공함으로
써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도와
줍니다.

연구개발 및 혁신

박사 및 연구원

공공 재정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업의 민간 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는 룩셈부르크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 및 혁
신 프로젝트 보조금을
보조금 제공합니다. 연구개발 및
혁신 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혁신 제품 연구개발
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있습니다. 경비는 실비 기
준으로 환급됩니다.

국가연구기금(National
Research
Fund)의
AFR(“Aide à la Formation-Recherche”) 보조금을
보조금
통해 국내외의 박사 및 연구원들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기술지식재산 보호, 혁신 관련 외부 자
문 서비스, 고급 인력 임시 파견 등을 위한 지원
금이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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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
룩셈부르크 기업들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법인세법

클래스 1

2020년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 규모에
따라 15-17%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기금 분담
금으로 법인세에 추가로 7%가 부과됩니다. 법인
인 기업에게는 지자체별로 6-12%의 지방사업세
가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한 기혼 납세자

•

독신자

•

일부 기혼 비거주 납세자

또한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과 구성에 따
라 연간 €535-€32,100의 부유세를 납부해야 합
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유세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부가세율
룩셈부르크에서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기본 부
가세율은 17%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세율
VAT 적용 대상인 회사는 간접세국(Indirect Tax
식별번호
받아야
Authority)에 신고하여 VAT 식별번호를
합니다.

개인소득세율
룩셈부르크의 노동자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는 과세 등급이 부
여됩니다.

클래스 1a
•

65세 이상

•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클래스 2
•

기혼 납세자

•

사별한 납세자(배우자 사망 후 최초 3년 간)

•

이혼 또는 별거중인 자(최초 3년 간)

•

시민결합 (생활동반자 관계 Civil Partners)

•

일부 기혼 비거주 납세자

소득세율은 유럽
룩셈부르크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최저 수준으로,
수준
특히 부부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
용됩니다. 소득세는 23개 과세구간
과세구간을 기본으로
하며 2017년부터 42%의 최대 한계 세율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각각
평균 급여의 100%와 67%)에게 적용되는 세율
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26% 수준입
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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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
룩셈부르크는 고도로 발달된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
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부담금

룩셈부르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질병, 출산, 장애,
사망, 노령 위험과
위험 개인 및 직업적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모든 회사는 다양한 보험 기금의 데이터, 가입 등
록, 부담금 징수 등을 처리하는 공동 사회보장 센
터(Joint Social Security Centre)에
Centre)
영업 신고와
고용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부담금은 총 급여의 25%를 차지합니
다. 총 급여의 16%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충당됩니다.
(사회보장 총 부담금에 포함된) 이러한 금액의 절
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
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서 비롯되는 재
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 상호보험제도
(Employers’ Mutual Insurance Scheme)(MutualScheme)
ité des Employeurs)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
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양가족인 구성원들은 공동사회보
장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동 피
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제도하의 공동 등록 조건은 피보험자의 룩
셈부르크 거주자 지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팩트 :
룩셈부르크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
준
출처 :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Legatum Institute,
2018

룩셈부르크의 보건 지출 규모는 세계 최
고 수준
출처 : World Health Organisation, 2019

룩셈부르크 주민의 기대수명은 여성 86
세, 남성 81세로 유럽 최고 수준
출처 : World Health Organis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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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착

룩셈부르크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통근 거리가 짧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룩셈부르크는 Mercer에서
2019년 실시한 삶의 질 조사의 안전성 부문에서 230개 도시 가운데 1위로 선정되
었습니다.
거주할 곳 찾기

기업 사무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주택 포털에서는
포털
지역별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가격 정보를 제공합
니다. 또한 다양한 웹사이트, 중개업소, 이주대행
사에서 적절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룩셈부르크에는 기업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무
실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상
업구역에는 부지부터 맞춤형 건물까지 기업을 위
한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대행사
이주대행사는 룩셈부르크로 이주하는 외국인에
게 행정 절차 처리 지원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
니다.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이주 지원 서비
스를 통해 룩셈부르크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
도록 돕습니다.

여러 공공 및 민간 창업보육기관에서도 사무 공
간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 특
기술 중점을 두고 있습
화되어 있으며 혁신과 기술에
니다. 창업보육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사
업계획서 제출, 면접, 위원회 선정 등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팩트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출처 : Mercer Quality of Living Survey 2019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도시 2위
출처 : Zipjet The 2017 Global Least and Most Stressful Cities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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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룩셈부르크의 교육
룩셈부르크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해외 출신 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4-16세 아동은 초등과 중등 교육으로 나뉘어 있는
12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등 교육

룩셈부르크 전역에 위치한 50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언어 교육
을 제공합니다. 아동 1인 당 주당 20시간의 주간
보호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4-6세 아동의 의무교
육 기간 중 첫 2년은 유치원(Spillschoul)에서 이
루어집니다.

국제적인 인력이 모인 룩셈부르크에는 다양한 교
육을 제공하는
제공
명문 공립 (무료) 및 사립 학교들
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정규 교육 체계 외에
도 영어와 프랑스어로 수업을 제공하는 국제학교
가 다수 존재합니다.

고등 교육
초등 교육
9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상인 모든 아동은 반드
시 초등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독일어 교육은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고, 2년차부터는 프랑스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영어 교육은 중등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2003년 설립된 룩셈부르크대학(University of
Luxembourg)은 국제적인 다언어 연구중심 대학
Luxembourg)
입니다. 3개 학부와 3개 다학제 센터로 구성된
이 학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전세계 78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로 초등교육을 제공합니다.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다양한 사립 및 국제학교
가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모든 수업을 영어
로 진행합니다.
주요 팩트 :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 수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국가(평균 3.6개 언어 구사)
출처 : Eurobarometer, 2019

경제 활동 인구의 41%가 고등교육 이수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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