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스웨덴 외무부 산하기관인 Business Sweden은 스웨덴에 투자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지원제도가 있다. 외국인의 스웨덴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
자 기업에 대해서도 스웨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스웨덴 투자관련법(비즈니스 관련법)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시 적용되는 법규는 동일하며 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 The Companies Act(2005:559)
- The Act on Partnerships and Non-registered Partnerships(1980:102)
- The Trade Register Act(1974:1571)
- The Trade Register Regulation(1974:188)
- The Bookkeeping Act(1999:1078)
- The Annual Accounts Act(1995:1554)
- Planning and Building Act(2010:900)
- Real Estate Transaction Law(2011:666) 등 다수

3)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

ㅇ Business Sweden(The Swedish Trade &Invest Council)
- 주소: World Trade Center, Klarabergsviadukten 70, Box 240, 101 24 Stockholm Sweden
- 전화: 46-8-588 66000
- 팩스: 46- 8-588 66190
- 홈페이지: www.business-sweden.se

ㅇ Business Sweden 한국 지사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5, 신일 빌딩 11층, 100-861
- 전화 : 82-2-739 1460
- 팩스: 82-2-739 1463
- 이메일: sydkorea@business-sweden.se

투자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반 개도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인하했다.
스웨덴 무역 투자청(Business Sweden)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 이외에도 계열사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그룹
내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조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이나 10% 이상
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도 있다.

2) 지역 인센티브(북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돼 있지 않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
고 있다. 지역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 금액의 10~50%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 고용 보조금의 경우 고용 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각 신청 건에 대한 개별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
원액을 산정한다. 첫 고용 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만 SEK(약 1만
3,500달러) 또는 19만 8,000 SEK(약 2만 2,300달러)의 고용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원칙적으로 제한업종 및 제외업종은 없다. 단, 국가산업 정책 등의 이유로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 및 인허가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투
기가 예상되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투자, 국가 소유 부동산 투자는 제한한다. 알코올, 담배 등과 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은 제한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입지 여건

스웨덴은 지자체가 대부분의 공업용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는 특
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
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 분산돼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Volvo사가 요테보리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Scania사와 AstraZeneca사는 스톡홀름 외곽지역인 쇄데르텔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말뫼-코펜하겐(스웨덴과 덴마크의 경계)을 잇는 교량이 완공됨에 따라 해당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
됐으며, 특히 IT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다. 이 지역을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Business Sweden(www.business-sweden.se)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목적에 맞는 공장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Business Sweden을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의 경우 2011년 Facebook이 룰레오시에 대형서버를 설립한 이후 추가 투자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에 스웨덴
북부지방이 데이터센터 건설 최적지로 부상하였다. 당시 Facebook은 '룰레오 지역의 공기 중 자연 냉기가 서버 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
는 핵심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밝힌 바 있다.

2) 산업단지

스웨덴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GDP의 3.32%(2017)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에 집중해 교
육과 산업 분야 모두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80년 초부터 산학협동체인 사이언스 파크가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산업
을 크게 성공시키는 토양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 사이언스 파크의 총 본산인 Swedish Incubators &Science Parks는 43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33개의 사이언스 파크로 구성된 우산형 조직으로서 5,000개 회사, 7만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요 도시별 사이언스 파크는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
ㅇ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규모

2,500헥타르

위치

Borgarfjordsgatan 12, Box 1073 164 25 Kista, Stockholm, Swede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
전화: +46-0705 851574
유럽 내의 가장 다이내믹한 IT 및 전기통신 분야 센터 중 하나로 스웨덴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고 있다.
1970년대 Ericsson사와 IBM사가 들어서면서 각종 하이테크 업체들이 모여 현재의 사이언스 시티가 설립
됐으며, 현재 입주기업 972개사, 32,500명이 근무하며 이중 ICT기업 종사자는 18,108명, 클러스터 거주
민은 12만명 내외이다.
스톡홀름 대학(The University of Stockholm), 왕립 공대(The Royal Institute of Techno logy)와 연계돼
있으며 1,100명의 연구원, 8,0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있다.

ㅇ 매르대비 사이언스 파크(Mjardevi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Teknikringen 10, 583 30 Linkoping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
전화: +46 13-20 57 57

1984년 설립된 공단으로 시그널 및 영상공학, 전기, 소프트웨어, 센서공학과 전기통신 분야가 밀집돼 있다.
The University of Linkoping과 The Linkoping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돼 있으며, 250개사에
6,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ㅇ 린드홀멘 사이언스 파크(Lindholmen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Lindholmenspiren 5, 402 78 Goteborg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
전화: +46 (0) 31 764 70 00

2000년에 설립된 교통, ICT, 미디어 분야의 사이언스 파크로, 350개사에 약 2만 명이 종사

ㅇ 샬그랜스카 사이언스 파크(Sahlgrenska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Gteborg Universitet, Medicinaregatan 8A, 414 46 Gteborg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
ㅇ 전화: +46 (0) 31 741 1700
ㅇ 팩스: +46-(0)31-741 1701
요테보리 대학에 소재한 의약분야 사이언스 파크

ㅇ 고티아 사이언스 파크(Gothia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Kanikegrand, 541 23 Skovde, Swede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N/A
전화: +46 (0)709 644 654

쉐브데 대학에 소재한 게임 분야 사이언스 파크로 유럽 최대의 게임클러스터인 Sweden Game Arena를
두고 있다. 학생 500명, 교수와 연구원 40명, 출시게임 50여 개, 게임 스튜디오 40여 개가 있으며 매년 약
10여 개의 게임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한다.

ㅇ 웁살라 이노베이션 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
규모

N/A

위치

Dag Hammarskoldsvag 38, 751 83 Uppsala, Swede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N/A
전화: +46 (0)18-477 0440

1999년 STUNS(웁살라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의 협력 증진 목적 설립 기관), 웁살라 광역시, SLU
Holding(스웨덴농업과학대학 지주회사), 웁살라대학 지주회사(UUAB)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이노베이
션 센터로 5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최대의 생명과학 산업단지로 생명과학, ICT,
크린테크 기업들이 소재하며, 사무공간 제공이 아닌 비즈니스 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매년 70-80개 기업
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70여 명의 비즈니스 코치들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