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의 페루 내 법인 설립 시 제한은 없으며 페루 산업 등기청(SUNARP)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
불가능하며, 본사 인정 범위 내에서 독립 활동이 가능하다. 본사의 유효 증명, 본사의 정관에 지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는 것
을 증명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ㅇ 본사 발행 정관
ㅇ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류
ㅇ 조합계약서 사본
ㅇ 지사 자본금
ㅇ 지사의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
ㅇ 지사 업종(해당 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술서)
ㅇ 페루 내 거주 예정인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장 및 위임장
ㅇ 자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는 진술서

지사
법인 설립과 같음.

연락사무소
법인 설립과 같음.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S.A.C.(SOCIEDAD ANONIMA CERRADA), S.A(SOCIEDAD ANONIMA), S.A.A(SOCIEDAD ANONIMA) 세 가지 형태
가 있다.

1) S.A.C.(SOCIEDAD ANONIMA CERRADA)

주주 수는 2~20명이다. 주주가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길 원할 경우 회사에게 먼저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이루어진다. 자본 출자금은 자국 화폐, 외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
본금은 기명주식으로 표시되며 최소 25%의 납입자본금이 요구된다.

2) S.A.A.(SOCIEDAD ANONIMA ABIERTA)

주주 수는 최소 750명이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구성된다. 주주 750명 중 175명 이상이 해당되는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명 주식으로 표시되고 최소 25%의 동업자 납부 참가금을 요구한다.

3) S.A.(SOCIEDAD ANONIMA)

주주 수는 최소 2명으로 최대 한도는 없다. 회사 조직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자로 구성된다. 자본금의 출자금은 자국 화폐, 외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능하여, 기명주식으로 표시되며 최소 25%의 납입 자본금이 요구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로는 개인기업인 E.I.R.L.(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C.R.L.(SOCIEDAD COMERCI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E.I.R.L.(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ㅇ 운영자 1인 단독경영
ㅇ 회사조직은 경영자로 구성
ㅇ 자본금의 출자 형태는 현금, 또는 유형, 무형재산으로 가능

2) S.R.L.(SOCIEDAD COMERCI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ㅇ 구성원 수는 2~20명으로 이루어짐.
ㅇ 회사 조직은 동업자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
ㅇ 자본금은 동업자 납부 참가금의 합계로 표시되며 25% 이상 납부해야 함.

개인사업자
주식회사와 같음.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rice Waterhouse Coop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1-1) 211-6500/411-580
Av. Santo Toribio 143, piso 8, San Isidro - Lima
http://www.pwc.com/pe
humberto.salicetti@pe.pwc.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KPMG - Caipo y Asociados Sociedad Civil
전화번호
주소

(51-1) 611-3000
Av. Javier Prado Oeste 203 San Isidro, Lima 27, Peru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http://www.pe.kpmg.com
agallardo@kpmg.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Deloitte - Beltrn, Gris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1-1) 211-8585
Calle Las Begonias 441, piso 6 - San Isidro, Lima
http://www.deloitte.com
ccheng@deloitte.com
없음.
컨설팅 업체

ㅇ Muiz, Ramirez, Perez-Taiman &Olaya S.C.R.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51-1) 611-7000
Calle Las Begonias 475, Piso 6, San Isidro, Lima
http://www.munizlaw.com
fcastro@muniz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ㅇ Estudio Delion S.R.L.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51-1) 211-2795
Av. Los Mirtos 2339, Urb. San Eugenio, Lince, Lima-Peru
lcd@estudiodelion.com.p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ㅇ Estudio Rubio Leguia Normand y Asociados S.C.R.L.
전화번호
주소

(51-1) 208-3000
Av. Dos de Mayo 1321 San Isidro, Lima - Peru

홈페이지
이메일

http://www.erubio.com.pe
gacuna@rubio.p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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