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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글로벌 화학기업의 본거지
유럽 내 최대 화학 제품 및 서비스 수출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글로벌 화학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학시장의 허브
네덜란드에는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2,000여개의 주요
화학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세계 25대 화학기업 중
19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 혁신적인 R&D
생태계, 국제 비즈니스 환경, 제조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통합 화학생산단지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앤트워프-로테르담-라인-루르 광역지역(ARRRA)은
세계 5대 화학 클러스터 중 하나로서 유럽 내
화학시장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빅(SABIC)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사빅의 유럽지역 본부를 비롯해 2개
생산기지, 다수의 글로벌 기술센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및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IA는 자문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나 마센(Simona Maassen)사빅 유럽 홍보담당

네덜란드 화학 생태계
네덜란드 화학 생태계의 핵심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최점단 연구개발, 그리고 기업간
연구협력 및 민관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공고한 R&D 협력체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DSM, 사빅 (SABIC), 악조노벨 (AkzoNobel), 쉘(Shell), 아반티움(Avantium), 코비온(Corbion), 아란세오
(Arlanxeo)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뿐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교육시설 및 세제혜택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가공,
소재, 전기화학, 바이오 화학, 및 신화학 분야의 컨소시엄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내 수송경쟁력 1위
WEF 항만인프라 순위 및

16 개 화학 관련 인큐베이터
및 파일럿/데모 장소를 통해 혁신 장려

DHL 글로벌 연대지수

1.7억 시장 반경 300마일 내

화학전공이 개설된 11개 종합대학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주요 산업

세계 200대 대학순위 등재

클러스터 위치

다수의 항구

8개 주요 화학 산업 클러스터

로테르담항 등 화학 인프라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조성된 항만 시설 (유럽최대

가능한 생산지원

항만이자 독일 화학시장의 관문)

다우 ( Dow)는 네덜란드 테르뉴젠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동차 및 건축 필름을 제조하는 일본 세키스이

큰 규모의 통합생산기지와 대형 R&D센터를 보유하고

S-렉(Sekisui S-lec)은 2017년 네덜란드에 유럽연구소를

있습니다.

개소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탐험가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키스이는 열린 혁신과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남보다 앞서 세상을 바꾸는

네덜란드에서 산관학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이 분야에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있습니다.”

단연 으뜸입니다.”

세키스이 기업 보도자료

앤드류 N. 리베리스(Andrew N. Liveris) 다우 CEO

그로닝겐 대학 B.L. Feringa 교수
(2016년 노벨화학상 수상)

기업 지원 문의
네덜란드투자진흥청(NFIA)은
네덜란드 시장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FIA는 다음의 서비스를 보안유지 원칙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지 시장 조사 지원
• 관련 기관과의 면담 주선
• 조세관계, 정부인가 절차 관련 맞춤형 상담
• 입지조건 및 비즈니스 솔루션 분석 지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NFIA 담당자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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