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 법령

아제르바이잔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 투자법(The Laws regulating investment activity in Azerbaijan; No 952; 1995년
1월 13일)과 외국인 투자 보호법(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s; No 57; 1992년 1월 15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보호법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1장(총 8개 항으로 구성) :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형태, 민영화 사업 관련 외국인 참여 방법,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정의 등
ㅇ 2장(총 7개 항으로 구성) : 외국인 투자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보호 관련
ㅇ 3장(총 13개 항으로 구성)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정의
ㅇ 4장(총 3개 항으로 구성) :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규정
ㅇ 5장(총 1개 항으로 구성)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련 정의 및 보호
ㅇ 6장(총 2개 항으로 구성) : 외국인 투자자/기업의 현지 분쟁 발생시 조정

2) 기타 법령

외국인투자자/기업은 아제르바이잔 상법, 조세법 등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ㅇ 아제르바이잔 민법(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tp:www.e-qanun.az/code/8)
ㅇ 아제르바이잔 조세법(The Tax Code of the Rep. of Azerbaijan)
- 세부 내용: http://www.taxes.gov.az/uploads/quann/2017/VM2017.PDF
ㅇ 아제르바이잔 법령 기업활동 중단에 관한 법령
ㅇ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One window 제공을 위한 대통령 칙령 등

아제르바이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아제르바이잔의 법률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는 개정법 적용이 10년간 유예됨을 보장한다. 다만 국가 안보, 국방,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나 세법 개정의 경우
는 유예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국회 결의에 의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
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 결의에 의해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
절히 보상함을 명시하고는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아제르바이잔 법원 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해 관련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해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현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기회와 권리 제공, 경쟁적인 조세 환경의 제공, 일부 산업단지에 입주 시 세금 감면, 아
제르바이잔 무역 투자청(Azpromo) 등을 통한 행정 관련 전자 서비스(e-registration, e-taxation, e-licensing, e-trade, e-intellectual

property, e-payment)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아래는 산업별, 입지별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이다.

1) 농업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ㅇ 농업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아래의 인센티브를 제공
- 법인세(Profit tax),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면제
- 농업용 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관세 면제
- 농업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원 및 각종 할인 혜택 지원

2) 수출지향적 성격의 석유·가스 관련 기업에 대한 혜택

ㅇ 산업부가 인정하는 수출지향적 석유, 가스 기업과 하청업체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음(2009년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세 면제
- 관세 면제
- 20% 요율의 법인세 또는 총 이윤의 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3) 산업단지 및 기술혁신 단지 입주 기업

ㅇ 산업단지(Industrial Park) 및 기술혁신 단지(Technical Park)에 입주하는 기업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입주 시점부터 7년간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를 면제
ㅇ 입주 기업이 건설, 과학 분야와 기타 유용한 활동으로 평가되는 용도로 장비를 수입할 경우 7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장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

ㅇ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아래의 세제 혜택을 받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 0.5%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한해 과세

5) 기타

ㅇ 석유 및 가스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 건별(CASE BY CASE)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상해 인센티브를 정하게 되는데,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에 체결된 석유 및 가스분야 투자계약서는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우선한 것으로 알려짐.
ㅇ 다른 CIS 일부 국가에 있는 수출세(Export Duties)는 없음.

제한 및 금지(업종)
특별하게 투자를 제한하는 산업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아제르바이잔 법률이 정의하는 위생, 방사선, 생태, 건축
관련사항과 기타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안보, 국민의 건강, 다른 법적 주체의 이익을 해할 경우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기존 바쿠항 주변의 교통체증과 화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2016.5월부터 바쿠 신항 알야트(Alyat)항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알야트(Alyat)항을 카프카스 3국 및 카스피해 지역의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에는 2개의 기술단지(Technical Park)와 6개의 산업단지(Industrial Park)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되었다. 해당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를 면제하며 최장 7년간 수입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제도가 사실
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별 상세정보는 사이트(http://senaye.gov.az/en/senaye_zonalari/parks)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기술, 산업단지들은 Sumgayit
Chemical Industrial Park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단지
ㅇ Sumgayit Chemical Industrial Park
규모

508.14ha

위치

Kimyachilar str., 1, AZ5002, Sumgait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1ha당 1000~1500(USD 588~882)마나트/월
ㅇ Head Office: Sumgait Chemical Industrial Park LLC,
ㅇ 주소 : Sumgait Chemical Industrial Park LLC, Demirchi Tower the 20th floor. Khojaly avenue
37, Baku
ㅇ Tel.: +994-12-488-8065
ㅇ Fax: +994-12-488-8064
ㅇ E-mail: office@scip.az
수도 바쿠와의 인접성,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이다.
여러 입주 기업에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를 면제하며 최장 7년간 수입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홈페이지는 www.scip.az이다.

ㅇ Balakhani Industrial Park
규모

8.3ha

위치

Baku, Khojaly ave. 55, business centr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1sqm당 USD 0.11(0.20마나트) + service fee
ㅇ Tel: +994-12-464-4111
ㅇ Fax:+994-12-464-4112
ㅇ E-mail: info@bsp.az
2012년에 조성을 시작한 산업단지로 입주기업에는 등록 후 7년간 법인세, 소득세, 토지세 면제와 생산 목
적의 수입장비, 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년간 면제한다. 홈페이지는 www.bsp.az이다.

ㅇ Garadahg Industrial Park
규모

72ha

위치

Garadagh District, Salyan Highway, 25 km, AZ1083, Baku, Azerbaijan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Tel.: +994-12-488-8065
ㅇ Fax: +994-12-488-8064
ㅇ E-mail: office@scip.az
바쿠 조선소만 입주한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Sumgayit Chemical Industrial Park에서 관리하고
있다.

ㅇ Mingachevir Industrial Park
규모

14.8ha

위치

Mingachevir city, Azerbaijan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Tel.: +994-12-488-8065
ㅇ Fax: +994-12-488-8064
ㅇ E-mail: office@scip.az

비고

Sumgayit Chemical Industrial Park에서 관리하고 있다.

ㅇ Pirallahi Industrial Park
규모

30ha

위치

Samed Vurgun Street, Pirallahi disctrict, Baku, Azerbaijan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Tel.: +994-12-488-8065
ㅇ Fax:+994-12-488-8064
ㅇ E-mail: office@scip.az
수도 바쿠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필랄라히 섬에 위치한 단지로 2016.9.14. 대통령령(No.2336)으로 추진
했다. 2016년 말~2017년 2월 기간 중 러시아, 이란의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와 합작으로 해당
단지에 제약공장을 설립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원 : 각 산업단지별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압세론(Absheron) 지역
수도 바쿠(Baku)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압세론(Absheron)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압세론 지역은 수도 바쿠의 영향으로 아제르바
이잔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주로 낮은 산과 평지로 이뤄져 있으며 아열대 사막 기후이다. 이 지역에는 돌, 석회, 시멘트, 석영(quartz), 벽돌 및 모래가 많고 Samur강
과 Kura강으로 연결돼 있는 인공수로가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석유가스, 석유화학,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야금, 에너지, 경공업, 식품가공, 건설, 교통, 서비스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유리와 폴리머
(polymer)도 생산되고 있다.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소, 와인, 화초, 아열대 과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리브,
사프란, 피스타치오 등의 재배도 가능하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프라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잘 구축이 잘 돼 있으며 북부에는 해양 리조트도 있다.
ㅇ 아란(Aran) 지역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첫 정착지인 Aran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반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평지이며 건조
한 아열대 기후이다. 주요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요오드 브롬광석과 건설자재 등이며 풍부한 태양광과 Kura와 Araz강의 수자원, 토지
등의 지형적 장점이 있다. 남서쪽에는 제조업도 있다. 화학, 기계, 식품, 건설자재 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ingechevir, Salyan과 Neftchala구역(rayon)에는 화학공장이 있으며 Ali-Bayramli, Salyan구역에는 중공업 공장이 있다.
Mingechevie은 면직물, Yevlakh구역은 모직물 가공, Ali-Bayramli는 가죽, Gazi Mammad의 카펫 등이 주요 산업이다. Aran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다. 수도 바쿠와 조지아, 이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가 Aran지역을 통과한다.
ㅇ 간자(Ganja)-가자크(Gazakh) 지역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아름다운 경치로 휴양 및 관광산업의 중심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해발 1,500m 지대에 웅장한
Goy-Gol 리조트와 Hajikend 리조트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총 GDP의
12~13%를 생산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야금 산업은 Ganja와 Dashkesan 구역에서 주로 발달돼 있고 자동차, 농업, 기계, 서비스 및 통
신도 주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총 농업의 13~14%, 감자의 80~85%, 포도의 28%, 목축업의 15%가 Ganja-Gazakh 경제지역에
서 생산 또는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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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