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본법은 1996년 3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이다. 동 법에 따
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의 지분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을 자유로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8월까지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통신 및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었으나(50% 이상 지분투자 금지), 2001년 8월
에 해당 규제조항이 폐지됐다. 2006년 12월에는 외국 은행의 우크라이나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업의 개방 수위를 높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많고,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제도는 없다. 투자 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7년 10월에
폐지됐고,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 FREE TRADE ZONE을 지정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당 내용을 시행 보류 중에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2001년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는 토지가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1년 토
지법 개정 이후 내국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가 허용된다. 토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장 49년까지 임차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는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현재 불가능하
며 개정안에서도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 역시 일부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가
존재한다. TV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되
며, 외국인의 방송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무기 등 방산 업체와 주류 생산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되어 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자원 및 원부자재 유통, 곡물 등과 같은 분야의 경우 우크라이
나 대형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없다.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과 개발우선 지역(TE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정된 면적이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10.5%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이
제도 중 세금 감면 및 관세 감면 혜택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에 대한 법령이 폐기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해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은 다음과 같다.

ㅇ Free Economic Zones (자유경제구역: 11곳)
- 아조프 (자포리자 주)
- 도네츠크 (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 (자카르파티아 주)
- 인터폴트 코벨 (볼린 주)
- 쿠로르토폴리스 트루스카베츠 (르비우 주)
- 미콜라이브 (미콜라이브 주)
- 포르토 프랑코 (오데사주)
- 레니 (오데사주)
- 슬라부티치 (키예프 주)
- 야보리프 (르비우 주)

ㅇ Ter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 with a special regime of investment activity (개발우선지역: 9개주)
- 크림 자치 공화국
- 볼린 주
- 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 주
- 쥐토미르 주
- 루한스크 주
- 체르니히우 주
- 하르키우 시 (하르키우 주)
- 쇼스타카 시 (수미 주)

크림자치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아조프,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
로 사실상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ㅇ Bila Tserkva Industrial Park
규모

70ha

위치

150 Levanevskogo Str., Bila Tserkva, Ukraine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관할기관 : Bila Tserkva Industrial Park
ㅇ 연락처 : +380-44-364-7889
ㅇ 이메일 : info@ip-bt.co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 방향으로 90km 떨어진 빌라 트세르크바 시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로,
국가가 조성한 곳이 아닌 UFUTURE Investment Group이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ㅇ CTPark Lviv
규모

23ha

위치

Shevchenska Street, 79000 Lviv, Ukrain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ㅇ 관할기관 : CTPark Lviv
ㅇ 연락처 : + 420-606-609-999
ㅇ 이메일 : hendrik.jung@ctp.eu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폴란드 국경까지 60km 떨어져 있어 유럽으로의 물류가
용이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CTP Invest에서 조성한 것으로 CTP
Invest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도 위치
해 있다.
<자료원 : www.ip-bt.com(Bila Tserkva Industrial Park), www.ctp.eu(CTPark)>

주요 지역별 여건
ㅇ 르비브(Lviv)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르비브는 우크라이나 내 문화 역사의 도시이자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폴란
드 국경까지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덕분에 르비브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은 편이다.
르비브 시 중심에는 옛 중세의 느낌을 간직한 올드타운이 있으며, 올드타운 전체가 UNESCO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유럽과 가
깝고 EU회원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해 매년 200만 명 가까운 국내외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르비브는 역사적으로 폴란드 및 오
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스스로 유럽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한편, Andriy Sadovyi가 2006년 르비브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전략적으로 르비브를 IT 기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 현재는 약 140개
의 IT 업체와 18,000명 가까운 IT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IT 산업의 메카로 발전했다. 현재도 르비브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르
비브를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ㅇ 오데사(Odessa)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오데사는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중요 항구 도시로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우
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해상 물류를 책임지는 오데사 항이 위치해 있으며, 해상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수화물이 오데사를 거쳐간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크림 반도에 위치한 관광 자원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여름철 피서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
들이 오데사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흑해 연안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즐비해 있으며, 최근에는 여름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리조트 시설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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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