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주요 통계 수치

44,612
2019년
신규 상업등록
기업 수

6년

연속으로
41,000개 이상
신규 법인등록

11-22
%
법인세

개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업 소재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6년 연속으로
41,0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스위스 상업등기에 등록했습니다 법인 설립은 빠르
고 쉽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은 기업가들이 그들의 회사에 적합한 법
인 형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격요건이 충
족된 경우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2-3주 입니다. 아울러 유료 특급서비스를 이용
할 시, 약 5일이면 회사 상업등기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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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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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허용 대상

회사설립 이전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은 스위스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스위스 회
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립에 있어 최소 한 사람 이
상은 스위스 체류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EU국 국민은 이동
의 자유 원칙에 따라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근무할 권
리를 가집니다. 영구적으로 스위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 3국의 시민은 취업 및 체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를 사업을 시작하는 근간입니다. 계획서
에는 사업 개념을 실행할 방안과 전략, 시장 현황, 구상된 방법
및 자금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sem.admin.ch > Entry & residence > Labour / Work Permits
취업 및 체류 허가증 규정

시장 분석과 시장 조사: 사업 계획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잠재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과 조사를 전문으로 제
공하는 업체들을 이용하여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선택
다양한 법인 형태 중 회사의 목적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기업 형태중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법인 형
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유한회사 (GmbH)
주식회사 (AG)
지사

법인 형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주요 정보 개요 표 등은 투
자자를 위한 안내서, ‘제5장 – 회사 설립 및 운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ge.com/handbookforinvestors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kmu.admin.ch > Practical knowledge > Setting up an SME
> Starting your own business > Choosing a legal structure
이상적인 법인 형태 선택하기

위치 선정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아직 거주지
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 혹은 공증인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세는 회사가 위치한 소재
지에 따라 보통 11.9% - 21.6% 사이입니다.
s-ge.com/cantons
위치 선정을 위한 주별 경제개발 사무국
s-ge.com/realestate
이상적인 임대 공간 및 부지
s-ge.com/corporate-taxation
과세 자료표

스위스에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파크와 기업 육성 시설은 기
업들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지를 액면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 제반 시설과 전문가 지원 등은 소재지
선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입니다. 관련된 개요는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제 14장 – 투자 홍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wissparks.ch
스위스 테크놀로지 파크 및 기업 육성 시설 협회
s-ge.com/handbookforinvestors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kmu.admin.ch > Practical knowledge -> Setting up an SME -> Starting your own business > First step > A well-planned start-up > Business plan
사업 계획서 지침

vsms-asms.ch
스위스 시장 및 사회 조사 협회

기관 추천과 회사 정관 정의: 유한 및 주식 회사의 정관은 각 회
사의 법인 형태, 목적, 본사 소재지, 주식자본, 주주 자본율에 대
한 정보를 나열해야 합니다.
허가증: 특정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증의 필요에 대한 여
부와 지방자치정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에서 다른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bewilligungen.admin.ch
스위스 허가증 및 규제된 직업 포털

회사명 등록
Regix를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록된 이름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법인명
을 변경할 때는 스위스 연방 상업등기 사무국에 먼저 자문을 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법인 형태
가 정해지면 이는 이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이름
에는 설립자의 성(姓)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regix.ch
이미 등록된 이름 확인할 수 있는 툴
zefix.ch
중앙 회사명 인덱스

도메인: 관련 있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한한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WITCH 재단은 스위스 도메
인 ‘.ch’에 해당하는 모든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nic.ch
SWITCH 인터넷 도메인

상표 보호: 발명품은 스위스 연방 지적 재산 협회 IPI에서 특허
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역시 등록 보호되고 있습
니다. 국제적으로 상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세계 지적 재산
기구 WIPO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ige.ch
스위스 연방 지적 재산 협회 (IPI)
wipo.int
세계 지적 재산 기구 (WIPO)

계좌 개설
기업의 주식 자본은 스위스 은행 계좌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회
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 증명서는 그 은행에서 추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150 – 400 스위스 프랑 정도가 소요됩
니다.

회계 의무: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를 등록하게 되면, 그 회사
는 회계관리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회사가 설립된
첫 날부터 기록될 수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주식회사 혹은 유
한회사가 대차대조표 총액, 수입 및 정규직 고용관련 특정기준
을 넘어서면 법률에 의해 정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
는, 회사 정규직이 10명 이하이거나 모든 주주가 감사에 반대하
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감사만 받게 됩니다.
보험 의무 AHV/IV/EO: 스위스 연금 제도 (AHV)는 고령인구와
생존 의존적인 인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합니다. 장애 보험 (IV)
은 장애로 인한 재정적 결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입 보장
(EO)에 대한 연방법은 군입대, 시민 보호 혹은 공무집행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수입 손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보장합니다.
ahv-iv.ch
AHV/IV

swissbanking.org > Topics > Information for bank clients
계좌 개설 관련 FAQ

bsv.admin.ch
연방 사회 보험 사무국

상업등기 등록

kmu.admin.ch > Pracitcal knowledge > Personnel > Personnel management > The employer’s obligatoins > Social insurance
사회 보험

공인 서명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위스 법규(OR)와 상
업등기 법령에는 등기 등록관련 지침과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
다. 본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금: 고용인 및 보험가입자가 부담한 AHV/IV에서 연금 수
당을 지급합니다.

shab.ch
스위스 공식 상업 관보 SOGC

www.ausgleichskasse.ch
스위스 주(州)별 상환 기금 개요

상업등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 서명 이외에도 증명서가 필
요합니다. 이 절차는 서명인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필
요합니다. 서명은 일반적으로 공증인, 상업등기 사무소 그리고
간혹 시(市) 당국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보증되어 집니다.

직업 연금 (BVG): AHV/IV와 마찬가지로 직업 연금의 목적은 취
업자의 생활 수준이 은퇴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직업 연금은 연금기금이 관리하고 취업자와 고용주가 지불
하며, 이때 고용주는 최소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chweizernotare.ch
스위스 공증인 협회

상해 보험 (UVG): 스위스에서 상해 보험은 의무적이며 대부분
스위스 상해 보험 기구 (SUVA)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
가적인 건강 보험 (실비 보험 등)과 민영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
입해야 합니다.

sav-fsa.ch
스위스 변호사 협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특정 법인 형태의 회사들에게 있어
회계 감사는 의무적입니다.
expertsuisse.ch
회계감사관과 세제 전문가
treuhandsuisse.ch
스위스 신탁관리 협회

다음 절차 및 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할 범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연매출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estv.admin.ch > Value-Added Tax Radio and TV fee > Services VAT
부가가치세)
www.s-ge.com/vat
부가가치세 x

suva.ch
상해 보험

민영 보험: 영업책임 보험은 경영주와 그들의 보좌관 혹은 제3
의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 피해 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
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
는 바입니다.
영업책임 보험: 영업책임 보험은 경영주와 그들의 보좌관 혹은
제3의 종업원에 대한 잠재적 피해 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
는 바입니다.
kmu.admin.ch > Practical knowledge > Setting up an SME
> Starting your own business > Insurance
보험

회사 설립 비용

연락처 및 추가정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비용 (유한회사의 경우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이 약간 낮을 수 있다)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회사 설립 비용
CHF로 표기된 금액은 근사치임

관계 당국 및 규제 기관
연방 경제 사무국 SECO
seco.admin.ch

스위스 공인 회계감사관 및
세제&신탁 전문가
expertsuisee.ch

연방 조세 행정국
estv.admin.ch

스위스 공인 회계사 세무사 협회
treuhandsuisse.ch

중소기업 연방 정부 포털
kmu.admin.ch

간행물
UBS 회사 설립 자료
ubs.com

주식회사 (AG)
주식자본:

100,000이상

자문 회사:

1,000-4,000

신규회사 (스타트업):

800-2,500

상업 등기 수수료:
발행세:

600
100만 이상 자본에 대한 1%

효율적인 기업 설립
온라인 창구
easygov.swiss

PWC 신규기업 포털
ifj.ch/pwc

협회 및 네트워크
신생기업 포털
startups.ch

S-GE 자료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s-ge.com/handbookforinvestors

설립 플랫폼
취리히州
gruenden.ch

사업 소재지 스위스 관련
더 많은 자료들
www.s-ge.com/factsheets

유한회사 (GmbH)
주식자본:

20,000 이상

자문 회사:

600-2,000

신규회사 (스타트업):

700-2,000

상업 등기 수수료:
발행세:

600
100만 이상 자본에 대한 1%

출처: EasyGov.swiss, 2018

최근 현황
2019년 5월 19일, 스위스 유권자는 세제 개혁과 AHV 자금
(TRAF) 연방법을 66.4%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TRAF 도
입은 스위스 세제 시스템이 현대화되고 국제적으로 자리잡은
세제 관행과 발맞춘 매력적인 세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
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세과세 자료표를 참고하세요)
2017년 SECO는 EasyGov를 설립하였습니다. EasyGov의 온라
인 포털은 기업체들에게 의무적인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 합병회사 혹은 합작 제휴 등은 온라인으로
설립하고 상업 등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유한회사
는 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제네바 베른 권역
ggba-switzerland.ch
회사 설립
바젤 권역
baselarea.swiss
스위스 테크놀로지 파크 및
신생 기업 육성 시설 협회
swissparks.ch
스위스 변호사 협회
sav-fsa.ch

스위스 무역투자청은 무상 자문을 해드립니다.
유럽으로 확장하며 스위스를 귀사의 사업 소재지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서 귀사의 정착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과 지원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
다. 관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귀사와 각 주별 사업 개발 사무국과 연계해 드리
고 세제, 부동산 등과 같은 관련 전문가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s-ge.com/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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