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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회사(GmbH) 창립 

 
 

1.  전권: 
 
임원들이 서명을 못할 경우에는 전권 위임자들이 서명할수 있다. 이는 공증되어야하며 그럼으로써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2. 설립 (자본을 가지고 창립시): 
 
 2.1 회사명이 등기 후 사용될 수 있다. 
 2.2 전권 위임자가 위임 된 후 전권이 허용된다. 
 2.3 설립자의 출자금이 공증된 후 정관이 체결된다. 
 2.4 설립자가 임원을 임명한다. 

2.5 최소한 기본 자본금의 25 %를 입금한다. 투자금의 12,500 유로는 설립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6 유형적인 설립시: 설립자의 창립 보고서가 필요함 (투자금을 가진 창립시는 필요 없음.) 
 2.7 공증인이 사업 등록을 한다. 

 2.8  법원과 독일상공회의소의 서류 검사 

 2.9 사업 등기 등록 

 2.10 시에 영업 등록 
 

3. 자본: 
 

유한 회사의 자본금(투자금)은 자율적이다. 최소한 설립 자본금의 25 %가 은행에 입금되어야 

하며  각 임원(주주)은 적어도 기본 투자금의 25 %를 입금해야한다.  기본 투자금은 최소한 

12,500 유로이다. 
 

최소 기본 투자금은 25,000 유로이며, 여러명의 투자가가 있을 경우 적어도 최소 기본투자금의 

50 %= 12,500 유로가 입금되어져야 한다. 
 

일인 유한 회사의 경우도 상기율이 적용된다. 기본 투자금이 투자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 설립자는 

보증인, 토지 대장 기입등 이와 유사한 부동산 형태의 담보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투자금 25,000 유로가 이상적인 투자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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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 자금: 
 

설립 자금은 투자자에 의해 상이하다．그러나 25,000 유로는 기본이며 이를 입금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사용된다. 
 
 4.1  설립시 드는 비용 (공증인, 사업 등기, 영업 등록)  약 1,000 유로 

 4.2  회사 임원을 위한 계약서 (계약사장에 관한 비용: 연봉)  
  대략 1,000 – 2,000 유로가 필요     약 1,500 유로 

4.3 그 외 회사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또한 상이한 여러가지  

계약서에 드는 비용 (보험, 직원고용계약서)   약 2,500 유로 

     총     약 5,000 유로 
 
 
5.  인권비: 
 
 인권비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과 노동자의 세금을 포함한 봉급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 보험에 관한 고용주의 부담    6.50 % 
  후생 보험에 관한 고용주의 부담    0.85 % 
  연금 보험에 관한 고용주의 부담    9.75 %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주의 부담    3.25 % =  20.35 % 
 
 20 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형태 

   

  평균 부과 1 (노동자와 실습자에 한해 추가되는 부담)  2.00 % 
  평균 부과 1 (전 직원에 추가되는 부담)    0.20 % =    2.20 % 
            22.55 % 
 
 그 외 노동 조업과 장애자 조세가 다소 추가된다. 
 
 
6. 세금: 
 
 영업세, 법인세와 연대세 등의 수익세를 내야한다. 
 
 뮌헨에 위치한 유한 회사는 총 40.88 %의 수익세를 지불한다. 
 
 뮌헨 근교에 위치한 유한 회사는 수익세의 부담이 3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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