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베네수엘라에서의 회사설립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쉬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주식발행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
서 가장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다. 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설립에 평균 230일이 걸리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s://www.doingbusiness.org/en/data/exploreeconomies/venezuela)

국립증권감독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Valores)에서는 공개주식발행을 감독한다. 주식이 공개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로 작성된 취지서에 주식의 금액, 수량, 권리 등을 명시해 발행하고, 또 주요 규정 및 그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자본금의 20%(외국인 투
자기업의 경우, 100%)가 납입되고 난 후 주주모임이 개최돼야 하며 이 모임에서 자본금 검증, 규정 승인 및 관리자 감사인 선임이 이뤄져
야 한다.

각 주주는 보유 주식수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가지게 되며 적어도 50%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야 한다. 취지서의 내용변경이 아닌 경우에
는 참석자의 단순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하다. 법인 정관 및 주요 규정은 채택 후 2주 이내에 지방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법인 정관은 지방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지사
신외국인투자법에서는 지사 설립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베네수엘라에 지사를 설
립할 수 있다. 본사의 지사 설립 명령서는 외국자본의 배분내역을 반드시 명시해서 SIEX(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지사는 베네수엘라 기업과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003년 2월부터는 자본의 재송금과
배당 및 이익의 송금을 위해서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승인이 필요하 도록 돼 있다.

연락사무소
비 거주회사의 지사는 판매 또는 서비스를 위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만약 지사가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의 구매자와 외국
기업간의 중개자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베네수엘라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베네수엘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현
지 업체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로열티 또는 기술지원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가장 흔한 회사 유형으로 기타 유형인 공개자본주식회사, 승인자본주식회사는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제한이 많아 선호
도가 낮은 편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
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

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베네수엘라 현지 1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인의 사업자번호(RIF)를 발급받아 활동을 하는 경
우가 많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DE SOLA PATE &BROWN C.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8-212)793-9898
Torre Domus, Piso 16, Av. Abraham Lincoln, Sabana Grande, Caracas, Venezuela
http://www.desolapate.com/
mbasciani@desolapate.com
무
법무법인

ㅇ LUSLABORI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8-212)264-6244
Edificio Bancaracas, PH, Plaza La Castellana, Caracas, Venezuela
http://www.iuslaboris.com.ve/en-gb/
adisilvestro@dra.com.ve
무
법무법인 (노동법 전문)

ㅇ GENOVESE JOBLOVE &BATTIST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58-212)771-5500
Torre Provincial "A", Piso 8, Avenida Francisco de Miranda, Chacao, Caracas, Venezuela
https://www.gjb-law.com/
mbariona@gjbsc-law.com.ve
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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