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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기업 활동지원 제도

Ⅰ. 들어가며

2019년 한국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기업활력법’)이 그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 등으로 확장하고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한 바, 친 기업환경을 가진 타 

국가의 유사법제 혹은 시스템과의 비교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케아, 볼보, H&M, 스포티파이, 

스카이프 등 다국적 기업들의 뿌리가 된 나라이며, 1인당 인구수 대비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의 탄생 

비율이 높은 도시인 스톡홀름1)을 수도로 두고있는 스웨덴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Ⅱ. 스웨덴의 기업환경 및 기업지원제도 개관에서는 스웨덴의 기본적인 기업환경 및 기업지원제도의  

방향, Ⅲ. 스웨덴의 기업 공공지원 제도에서는 정부 및 행정기관의 기업지원의 방식 및 내용을, Ⅵ. 공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다양한 기업 지원에서는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 Almi Företagspartner 등을 통한 정부의 벤처캐피

탈 지원 등을, 마지막으로, Ⅴ. 결론 에서는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본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1 스톡홀름 경제개발국(Stockholm Business Region), https://www.investstockholm.com/stockholm-it-region/news-stockholm-it-region/

why-is-stockholm-a-unicorn-factory/#:~:text=Stockholm%20has%20the%20highest%20number,Stockholm%20(Spotify%20and%20

Klarna.

스웨덴의 기업활력 제고 관련 법정책 주요 내용

박민정  |  대한민국 및 스웨덴 변호사

신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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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웨덴의 기업환경 및 기업지원제도 개관

1. 스웨덴의 기업환경

스칸디나비아 동반부에 위치한 스웨덴은 10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케아, 볼보, H&M, 

스포티파이, 스카이프 등 다국적 기업들의 뿌리가 된 나라로 북유럽의 강소국이라 불린다. 스웨덴 기업들 중에

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일찍부터 진출한 거대기업들도 많지만,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보면 1인회

사 혹은 소규모 회사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웨덴 고용지원청(Arbetsförmedlingen)의 2019년 자료

에 따르면, 스웨덴에 존재하는 115만 개의 회사(개인사업자 포함2)) 중, 83만 개(약 72%)가 1인 회사, 약 28만 

개(약 24%)가 직원 1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에 해당한다고 한다.3) 이렇듯 스웨덴의 1인회사 혹은 

중소기업의 친 기업적 환경 및 창업환경 근저에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탄탄한 기업활동 지원이 자리잡고 있다.4)

2. 스웨덴 기업지원제도 개관

하지만 스웨덴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기업활동 지원이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설시하자면, 스웨덴 법제상5) 대한민국의 「기업활력법」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 혹은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기업활동 지원은 특

별법 등의 제정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정부의 관련 행정기관에의 예산지원과 유럽연합(EU) 내 관련 프로젝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차별 및 특혜이슈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특정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 하고 해당 분야

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 절차 등 규제의 예외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스웨덴에서 발의된다면 제정안의 스웨

덴 기본법, 유럽연합(EU)법 및 기타 관련법과의 합치 및 조화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Council on Celebration 

2 스웨덴에서도 개인사업자(enskild näringsverksamhet)는 법인(juridisk person)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회사 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기업등록청

(Bolagsverket)에 해당 상호를 등록하여 타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3 스웨덴 고용지원청(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hitta-jobb/starta-eget.

4 이러한 스웨덴의 친창업적 환경에 기반하여 필자 역시 원고작성일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1인 법률회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다.

5 스웨덴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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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ådet의 업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스웨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각 

담당 기관에 개별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지원 필요성에 근거한 개별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지원의 방식 또한 특정 기업에게 일시적으로 인수·합병 절차 등 규제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방식이 아

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력법」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 기업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사업재편 혹은 사업전환

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회사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디지털화 되어있는 스웨덴에서 그와 같은 경우

는 흔치 않다 하겠다. 스웨덴에서는 회사설립 시 관련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verksamt.se라는 웹사이

트에서 기업등록청(Bolagsverket)에 먼저 회사를 등록6)하고, 세금청(Skatteverket)에 관련 세금의 납세자로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기소를 통한 법인설립등기의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7)

참고로 스웨덴에서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 자본금 25000 스웨덴 크로나(SEK)8) 및 최소 1인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여 설립할 수 있는데, 전술한 웹사이트에서 자체 제공하는 기본 설립의향서 및 정관양식에  필요

정보만 기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시 기업등록청의 회사 설립절차 완료에는 약 8영업일이 소요된다.9) 이러한 

간편한 회사등록절차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는 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경

우, 기존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3.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기업환경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기본 운영방향에 있어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스웨덴의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기존의 기업이 한층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는 제도인 공기업 Almi Företagspartner을 통한 기업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Ⅵ. 공기업을 통한 

지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6 등록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국내에 존재하는 일부 스웨덴 관련 기고 등에서 스웨덴에 법인등기제도가 존재한다고 본 경우가 있으나, 스웨덴에서 회사설립 시 행정기관인 기업등록청

에 등록절차만을 거치며 따로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등기가 아니라 ‘등록’의 개념으로 본다. 

8 작성일 기준, 한화 약 326만 원이다. 

9 원고 작성일 기준이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 적용 된다. 스웨덴 회사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기업등록청, https://www.verksamt.se/en/web/

international/starting/get-started-business-registration-and-tax/limited-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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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웨덴의 기업 공공지원 제도

1. 개  관

스웨덴의 기업 공공지원 시스템은 국가차원, 지역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원으로 나뉘는데, ① 정부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해당 정부부처,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정부 및 유럽연합

(EU) 프로그램이 있고, ② 지역 차원의 기관으로는 지방행정위원회 및 기타 관련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관으로는 전국 29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kommun)가 있다.10) 차례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국가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

(1) 관련 정부부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정부부처, 행정기관, 대학 및 각종 정부 프로젝트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목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성장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11)에 두

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혁신부(Näringsdepartementet)에서 기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책임이 있다. 기업

혁신부는 수출증진, 무역장벽 철폐, 각종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에 위치한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위

치한 스웨덴 기업을 지원할 책임 또한 있으며, 이외에도 재무부(Finansdepartementet)와 고용노동부

(Arbetsmarknadsdepartementet), 보건복지부(Socialdepartementet) 또한 관련 행정기관의 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한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인 주식회사 Almi Företagspartner 와 주식회사인 

Almi Invest, Saminvest, Industrifonden 재단 등을 통해 기업에게 기업운영 상담, 대출지원, 벤처캐피탈 투

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10 Anna Bünger and Gunilla Thorsetensson, “Kartläggning av det företagsfrämjande systemet i Sverige”, Tillväxtverket(영문: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2015. 4., p.20.

11 위 각주 9) 전개서, p.21.

12 주식회사 Almi Företagspartner, https://www.almi.se/en/i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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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행정기관 

이 밖에 기업 지원관련 주요 행정기관으로는 경제지역성장청(Tillväxtverket) 및 성장정책분석청

(Tillväxtanalys), 기업등록청(Bolagsverket), 경쟁청(Konkurrensverket), 특허등록청(Patent- och 

registreringsverket), 기술혁신청(VINNOVA)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세금청(Skatteverket)과 고용지원청

(Arbetsförmedlingen),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등이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행정기관과 긴밀

한 협력 하에 창업 및 기업운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지원청과 사회보험청이 함께 운영

하는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Starta eget-bidrag)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향후 2년간의 예상 손익계산서, 이력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친 후, 6개월(코로나19로 올해 말

까지는 1년으로 연장)간 매달 소정의 창업 지원금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13)

정부 차원의 지원의 경우 전술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성장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14)을 기본적 목

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항상 고정된 정규 기업지원 시스템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 특별히 필요

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국민집단, 산업분야 혹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

기도 한다. 경제지역성장청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진행된 여성창업가 지원 이외에

도, 의료산업, 환경산업 및 이민자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2009년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인 Almi, IFS, Coompanion, Resurscentra, NyföretagarCentrum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는 각 기관의 활동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 외에도 유럽연합(EU)의 기업혁

신을 위한 Regionala utvecklingsfonden(Mål2 Innovation och förnyelse) 및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한 

Landsbygdsprogrammet, Horisont 2020 등의 프로젝트에 의해 위 기관들에게 예산이 지원된다.15)

13 고용지원청, https://arbetsformedlingen.se/for-arbetssokande/extra-stod/stod-a-o/starta-eget-stod-till-start-av-naringsverksamhet.

14 각주 9) 전개서, p.21.

15 각주 9) 전개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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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청(VINNOVA)의 기업 지원활동

기술혁신청은 정부 기업혁신부 산하의 행정기관이자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framework 

program의 스웨덴 담당기관이다. 현재 기술혁신청은 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사무소는 스웨덴 스

톡홀름에 두고 벨기에 브뤼셀, 미국 실리콘밸리 및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지점을 두고있다. 기술혁신청의 주된 

업무는 기술과 혁신분야의 사업 및 연구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 및 단체를 선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

청단체는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 예산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술혁신청의 심사를 거

쳐 해당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혁신청 역시 해당 시기에 특별히 연구 및 성장이 필요한 영역이나 유

럽연합(EU) 프로젝트 등으로 중점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신청 프로젝트에 예산지원 후 기술혁신청은 정기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한다.16)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활동 지원

스웨덴은 현재 21개의 지방행정위원회(länsstyrelse,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의 역할) 및 290개의 기초지

방자치단체(kommun)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 활동지원 시스템의 경우, 해당 지

방행정위원회,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지자체의 연합기관 등이 상호 협력 하에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은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위원회 및 지자체 연합 기관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17) 각 지역의 상황 및 산

업수요 등에 기반하여 선정한 기업에게 기업성장 보조금, 지역투자지원, 각종 프로젝트 지원, 창업 자본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16 기술혁신청, https://www.vinnova.se/sok-finansiering/regler-for-finansiering/allmanna-villkor/.

17 Lag (2010:632) om samverkans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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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스웨덴의 지역 성장 책임 주체18)

23

  Företagsfrämjandets utförande sker främst på  
regional nivå där regionala utvecklingsstrategier  
utgör centrala styrdokument

  Aktörer med regionalt tillväxtansvar ska  
skapa hållbar regional tillväxt och utveckling
Sedan 1998 har den regionala ansvarsfördelningen för regionala 
utvecklingsfrågor, delvis innefattande företagsfrämjande insatser, för
ändrats då Skåne, Gotland, Kalmar län och Västra Götaland bildade 
regionala självstyrelseorgan. Det innebär till exempel att landstingen 
övertog länsstyrelsernas arbete med regional tillväxtplanering och att 
direktvalda regionförbund ansvarar för verksamheten. I figuren 
nedan illustreras fördelningen mellan aktörer med regionalt tillväxt
ansvar i Sverige.

 Figur 3 Aktörer med regionalt tillväxtansvar25

De åtta regionala strukturfondsprogrammen för regional konkurrens
kraft och sysselsättning är en viktig finansieringsgrund för en bety
dande del av de företagsfrämjande insatserna på regional nivå, vars 
inriktning beslutas av länsstyrelser eller regionala självstyrelseorgan. 
Länsstyrelser och de regionala självstyrelseorganen beviljar vidare de 

25 http://tillvaxtverket.se/download/18.6a7dfe9a134cd71cae180004315/1369959545331/
Reviderad+karta_1107.pdf

 

  Samverkansorgan
Region Blekinge
Region Dalarna
Regionförbundet Gävleborg
Regionförbundet Jämtlands län
Regionförbundet Jönköpings län
Regionförbundet i Kalmar län
Regionförbundet Södra Småland
Regionförbundet Sörmland
Regionförbundet Uppsala län
Region Värmland
Regionförbundet i Västerbotten
Regionförbundet i Örebro län
Regionförbundet Östsam

  Länsstyrelse
Länsstyrelsen i Norrbottens län
Länsstyrelsen i Stockholms län
Länsstyrelsen i Västernorrlands län
Länsstyrelsen i Västmanlands län

  Landsting/Kommun
Region Gotland
Region Halland 
Region Skåne
Region Västra Götaland

Aktörer med  
regionalt tillväxtansvar

 

경제지역성장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역투자지원(Regionalt investeringsstöd)의 경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승인된 투자액의 최대 35

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19)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송비 지원제도(Transportbidrag)도 있다.20) 지역 차원의 기업지원 역시 정규 지원 프로그램 외에 필요에 따라 

여성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21) 관련 법제로는 ’국가의 지역투자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2015:211) om statligt stöd till regionala investeringar)이 있다.   

18 Anna Bünger and Gunilla Thorsetensson, “Kartläggning av det företagsfrämjande systemet i Sverige”, Tillväxtverket(영문: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2015. 4., p.20.

19 경제지역성장청, https://tillvaxtverket.se/vara-tjanster/utlysningar/utlysningar/2019-01-07-regionalt-investeringsstod.html.

20 경제지역성장청, https://tillvaxtverket.se/vara-tjanster/utlysningar/utlysningar/2019-10-03-transportbidrag.html.

21 위 각주 9) 전개서 pp.22~24.

지역 성장 책임 주체

■ 협력기관

블레킹에 지역
달라나 지역
예블레보리 지역협회
얨틀란드 랜 지역협회
옌쇠핑 랜 지역협회
칼마르 랜 지역협회
쇠드라(南) 스몰란드 지역협회
쇠름란드 지역협회
웁살라 랜 지역협회
배름란드 지역
배스테르보텐 지역
외르브루 랜 지역
외스트삼 지역

■ 자치정부

노르보텐 랜 자치정부
스톡홀름 랜 자치정부
배스테르노를란드 랜 자치정부
배스트만란드 랜 자치정부

■ 란스팅/코뮌

고틀란드 지역
할란드 지역
스코네 지역
베스트라(西) 예탈란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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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스웨덴의 기업활동 지원제도는 국가차원, 지역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나뉘어 전문가 컨설

팅을 통한 기업운영 상담과 기업 대출지원, 벤처캐피탈 투자지원, 교육지원, 투자자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소유의 공기업인 주식회사 Almi Företagspartner및 그 자회사를  

통한 정부의 기업지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Ⅳ. 공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1. 개  관

스웨덴의 산업발전 과 개선을 목표로 국회의 결정을 통해1994년에 설립된 Almi Företagspartner는 스웨

덴 정부가 회사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각 스웨덴 지역 내에 16개의 지역사무소 형식의 자회사를 보

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Almi Invest와 같은 계열사를 구성하고 있다. 

2. 지원 서비스

주식회사 Almi Företagspartner에서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신생기

업 혹은 기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기업대출과 소액대출, 혁신기업을 위한 대출, 수출을 위한 대

출 등 ① 다양한 기업대출 서비스, ② 신규 창업자 및 기업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및 그룹 코칭 프로그램(Starta smart) ③ 기존 기업의 사업성장 지원 프로그램(Växa smart), ④ 멘토 프로그램, 

⑤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등이 있다.

기업대출 서비스의 경우, 직원 250명 미만의 신생기업 혹은 기존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산업분야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 Almi를 톻한 기업대출은 은행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있어 리스크가 큰 대출에 해당하고, 타 은행과 경쟁하여 더 낮은 이

율로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Almi 기업대출의 목표가 아니므로, 대출 시의 이자는 은행권의 평균 이상

의 대출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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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신청 시에 각 신청기업의 성장가능성과 향후 수익창출 가능성, 발전역량, 사업아이디어와 투자 운

영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대출여부를 심사한다. 대출금의 상환계획은 각 신청기업의 성장정도 및 재

정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한다.22) Almi를 통한 기업대출 신청은 자체 홈페이

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청서에 신청기업정보, 대출신청금액 및 대출금 사용계획를 기재하고 4

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및 향후 2년간의 예상 손익계산서와 유동성 예산내역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 신청서 접수 후 Almi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를 거쳐 신청기업과 자체 금융전문가와의 온

라인 미팅을 거쳐 대출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3)

3. 주식회사 Almi Invest와 Saminvest

주식회사 Almi Invest는 전술한 Almi Företagspartner의 자회사로 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담당하

고 있다. 홈페이지상의 정보에 의하면, Almi Invest는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당 100만~1000만 스웨덴 크로나

(SEK)24)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창업 이래 66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였고, 투자한 산업분야는 핀

테크, 게임산업,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생명과학, 클린테크, 3D 프린팅 등 다양하다. 특히 Almi 

Invest 가 보유한 GreenTech 펀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기술을 보유한 그린테크 기업에도 꾸준히 투

자를 이어가고 있다.25)

스웨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Saminvest는 2016년에 설립되었고, 2017

년 1월부터 정부가 소유한 또다른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인 자회사 Fourietransform 및 Inlandsinnovation 와 

같은 계열사를 구성하고 있다. 주식회사 Saminvest는 혁신기업 및 고속성장하는 기업에의 투자를 통해 스웨

덴 무역 및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 Saminvest를 통한 투자를 희망하

는 예비창업자 혹은 기업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정보, 희망 투자금액, 투자유

치금의 목적(창업준비금, 창업후 초기자본금, 사업확장을 위한 자본금 등)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1

차 전화인터뷰, 자체 펀드팀과의 2차 대면 심층인터뷰 및 3차 심층인터뷰를 거친 후 투자여부를 심사하게 된

다. 투자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가 실행되는데, 투자 이후 해당 펀드의 성장상황 등은 

22 Almi, https://www.almi.se/vara-tjanster/tjanster/lan-och-ovrig-finansiering/.

23 Almi, https://etjanster.almi.se/oversikt/overview/345.

24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화 약 1억 3천만 원~13억 원이다.

25 Almi Invest, https://www.almi.se/almi-invest/om-almi-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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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nvest 자체 자문위원회 및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한다.26)

4. 재단을 통한 기업지원 – Industrifonden 및 Norrlandsfonden 

스웨덴 정부가 1979년에 스웨덴 및 대규모 금융산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Industrifonden 재

단은 1996년에 설립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재단으로 운영방향을 바꾸어 지난 40년

간 1000건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60억 스웨덴 크로나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Industrifonden 재단은 스웨덴 뿐만 아니라, 기타 북유럽 국가의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

자를 실시하고 있다.

Norrlandsfonden 재단은 스톡홀름 및 일부 대도시와 비교하여 기업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북부

Norrbotten과 Västerbotten, Västernorrland, Jämtland, Gävleborg 지역 기업의 기업활동 및 산업 활성화

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기업의 창업, 성장 및 확장을 위한 대출 등을 지원한다.27) 28)

<그림-2> 스웨덴 산업부의 기업지원 거버넌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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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aminvest, https://www.saminvest.se/sv/investeringsprocess.

27 Norrlandsfonden, https://norrlandsfonden.se/om-oss/.

28 Anna Johansson, “Staten och kapitalet–struktur för finansiering av innovation och hållbar tillväxt”, Prop. 2015/16:110, 2016., p.24.,  

첨부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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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위 도표는 스웨덴 정부에서 작성한 법률제정안 ‘정부와 기업자본 -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의 붙임자료로, 전술한 행정기관 기술혁신청(VINNOVA), 주식회사 ALMI와Industrifonden 재

단 및 Norrlandsfonden 재단의 보조금(bidrag) 및 대출(lån) 등의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스웨덴 정부

의 공기업을 통한 기업지원은 기업대출지원과 개별 및 집단 코칭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벤처

캐피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Ⅴ.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기업 공공지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기업활력법」과는 지원의 기본형태 

및 방향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 지리적 위치, 핵심 산업분야는 물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라는 기본 국가구조와 실질적인 국정운영 방식, 문화 등 차이점이 큰 두 나라이기에 양국 중 어느 나라의 기업 

지원제도가 더 낫다고 결론짓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 원고에서 의도하는 방향 또한 아니다. 

다만, 스웨덴 정부, 유럽연합(EU), 지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협력 하에 다양한 기

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고, 지원내용이 특정 법률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기업

에 대한 지원금, 대출 및 투자 등 경제적 지원 및 실질적인 운영관련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점은 향후 기

업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참고해볼만 한 사항이다. 기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의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시적 규정적용 면제 및 완화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보다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해당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일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정부 소유

의 공기업 및 그 자회사, 재단 등을 통해 기업대출 혹은 벤처캐피탈 투자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은 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해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양국 기업 지원제도의 눈부신 발

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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