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국인자격을 부여 받아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IS) 또는 소득세(IR)를 납
부해야 한다. 주식회사(SA)와 유한회사(SARL)가 가장 보편적인 현지법인의 유형이며, 기타 합자회사(SC)도 종종 사용되는 형태이다. 모
로코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과 소유의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현재 외국인은 모로코에서 현지법
인을 자유롭게 설립, 확장하고 법인지분 100% 소유가 가능하다.

지사
상법에 의해 지사의 설립 자체는 자유롭고 간단한 서류 제출로 마무리되지만,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지점인 해외지사는 현지법상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등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
지고 있거나 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며, 모로코 현지에서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회사 조사기관의 기능을 하며, 다양한 교섭인원(잠재고객, 공급업자 등)과 접촉, 교섭인원에게 정보 및 홍보, 광고를 제공
한다. 가장 설립이 간단한 외국인의 현지 진출방식으로서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무역 및 상업활동이 금지되고 본사와 모
로코 공공/민간단체 간 계약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활동만 허용되어 입찰참가 등 한시적인 제한적 활동에 적합한 진출유형이며 법인세
(IS)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이다. 주주의 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며 최소 납입
자본금은 상장사는 300만 디르함, 비상장사는 30만 디르함이고 주식액면가는 최소 100 디르함이다.

주식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인(法人)의 지위를 가지는데 현금출자는 주식가액의 1/4 이상을 회사 설립 시에 납
입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일괄 납입해야 한다.

임원 임명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이사의 수는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으로 구성된다. 감
사는 회사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데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 현재 모로코에서 가장 많은 기업 유형이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자기의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데 주주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되고, 자본금이 10만 디르함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의 1/4은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상시 예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1명 또는 다수의 경영진이 제3자에 대해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지며,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다. 1명 또는 다수(연간매출액이 5천만 디르함 이상인 경우)의 회계감사관이 경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라고도 하며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로코에서 역시 특별한 법인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은 없으며, 법적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단순하고 낮은 비용으
로 운영될 수 있고 사업자에게 큰 자유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무한한 책임이 전가되며 작은 규모, 자본 부족, 장기
적인 전략개발에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법적의무는 아래와 같다.
- 은행 계좌 개설
- 분쟁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회계장부 운영
- 주요 회계증빙 서류를 10년간 보관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rice Waterhouse s.a.r.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12 522 98 40 40
35, bd Moulay Abdallah Ben Cherif 20330 Casablanca
https://pwcmaroc.pwc.fr/fr
latrachyounes@yahoo.fr
없음

ㅇ Deloitte Maro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12 522 22 47 34
288, bd Mohamed Zerktouni 20050 Casablanca
http://www2.deloitte.com
fbritel@deloitte.com
없음

ㅇ CABINET BASSAMA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212 522 26 68 03
30 Rue Mohamed Ben Brahim Al Mourrakouchi - Casablanca 20000 Maroc
http://www.cabinetbassamat.com
contact@cabinetbassama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ㅇ Benzakour Law Firm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12 522 27 52 10
Espace Porte d'Anfa, 29 Rue Bab Mansour, Bâtiment A Casablanca, (20050) Morocco
http://www.cbllawfirm.com
connect@cbllawfirm.com
없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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