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라오스 기업법 2편 1절에서는 라오스 내 기업을 투자 주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며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로 구
분한 후 다시 소유 방식에 따라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눈다.

- 4개 범주: 사기업, 국영기업, 혼합기업, 협동기업
- 3개 종류: 개인사업, 동업, 회사(국가 100%, 국가 50%+민간 50%)
- 4개 형태: 일반 동업, 유한 동업, 1인 유한회사, 주식회사, 공공회사

지사
2013년 마련된 라오스 산업부의 지사설치 안내(No.1619/2013.08.28)에 따라 라오스에 지사설치가 가능한 외국 법인은 은행 및 금융
기관, 보험사, 국제 컨설팅사, 항공사로 제한되며 기타 법인의 지사설치는 중요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다.

지사 설치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한다.

- 지사 설립 신청서
- 지점장에 대한 위임장
-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라오스어 번역본
- 모기업의 지점에 대한 권리와 책임 위임서류-라오스어 번역본
- 신청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지점장 본인이 신청인일 경우 생략) 및 신분증 사본
- 지점장의 여권사본 및 지점장의 증명사진 3장(3cmx4cm)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라오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행위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현지 정보 수집과 타당성 조사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한 행위만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표사무소 설립은
라오스가 아닌 외국에 적을 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기획투자부(MPI) OSSO(One-Stop Service Office) 사무소에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총 5벌을 준비하여 제
출해야 한다.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 대표사무소 정관
- 대표사무소 설립 진행을 위한 위임장 또는 에이전트 계약서
- 설립진행인의 여권사본 및 약력
- 모회사 등기부등본 공증본
- 모기업 정관(규정) 사본
- 사무실 임차계약 및 임대소득세 납부 증명
- 동사무소(나이반 사무소)가 공증한 사무실 위치도
- 대표사무소 고정자산 목록

서류 제출 후 공안부 검토를 거쳐 투자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 MPI)의 사업 연구 분석과(Project Research and
Analysis Section)에서 대표사무소 등록 허가 초안을 발급받게 되면, 다시 OSSO에 납세자 식별번호(tax identity number) 및 대표사무
소 정관 허가를 받기 위한 설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안부, 재무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OSSO에서 납세자등록번호가 부여
된 대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 사업 분야와 형태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 투자법인의 성격, 관할 기관, 투자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준비를 위한 타당
성 조사 기간 중 투자자는 사업 분야 검토와 아울러 투자 형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Public Company)는 자본금을 동일한 액면가로 나눈 주식으로 구성하는 사업체로서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동일하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는 회사형태로 최소 9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기업 등록일로부터
감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구별된다. 즉, 주식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한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증
시 상장을 위한 법인 형태이기도 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1인 유한회사(Sole Limited Company)와 최소 2명에서 30명까지 출자자들이 출자하는 일반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구분된다. 유한회사의 주식은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2020년 기준 현재 외국인은 회사 운영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erprise)는 승인받기 어렵기에 대부
분 외국(법)인은 투자한 만큼 책임지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라오스에 투자하고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hanthaly Law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56-21-410-031
Bourichane Road, Vientiane Capital, Lao PDR
http://www.phanthaly.com
contact@phanthaly.com
없음

ㅇ Arion Legal
전화번호
주소

+856-21-313-718
House No. 245 Saphanthong Road, Ban Saphanthong Kang,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01030

홈페이지

http://www.arionlegal.la

이메일

enquiries@arion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없음
상담비용
ㅇ Director: USD 475/시간
ㅇ Country Manager: USD 425/시간
ㅇ Senior Counsel: USD 350/시간
ㅇ Senior Lao Legal Advisor: USD 300/시간
ㅇ Lao Legal Advisor: USD250/시간
ㅇ Legal Assistant - USD 125/시간
번역비용: USD 75/페이지

ㅇ DFDL Mekong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56-21-242-068
Rue Phai Nam, Vientiane Capital, Lao PDR
http://www.dfdl.com
laos@dfdl.com
없음

ㅇ Lao Law and Consultancy Group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856-21-261-391
Nongbone Road, Vientiane Capital, Lao PDR
http://www.laolaws.com
laolaws@laolaws.com
없음
법인설립 자문비용(비엔티안 시에 설립하는 경우, 타지역은 수수료 추가 발생)
ㅇ 신청서류 작성 : USD 1,750
ㅇ 기업등록증 발급대행 : USD 18,750
ㅇ 세무 등록대행 : USD 2,750
ㅇ 법인인감 등록 : USD 1,100
ㅇ 법인서명 등록 : USD 750
ㅇ 자본수입증명서 발급 : USD 750
ㅇ 주주명단 작성 : USD 750
ㅇ 토지알선 : USD 3,000

ㅇ LS Horizon (Lao) Limited
전화번호

+856-21-217-762

홈페이지

http://www.lshorizon.com

이메일

information@lshoriz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없음
대표사무소 설립 : USD 6,000
유한회사 설립 : USD 6,500
유한회사 라이센스 갱신 : USD 2,000
법률자문 비용
ㅇ 파트너 : USD 550
ㅇ 컨설턴트 : USD 500
ㅇ Associate : USD 200 ~ 450
ㅇ Paralegal : USD 100 ~ 150

ㅇ ZICO Law in Laos
전화번호

+856-21-410-033

홈페이지

http://www.zicolaw.com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aristotle.david@zicolaw.com
없음
투자자문비용 : USD 1,800 (추가시간 발생 시, 시간당 USD 300)
법인등록 지원 : USD 3,800
영업허가 라이센스 지원 : USD 2,000
사회보장보험 등록지원 : USD 200
번역비용 : USD30/페이지

ㅇ Vientiane International Law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56-21-455-038
5 th floor, KOLAO Tower 1, 23 Singha Road, NongbonVillage, X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http://www.vil-lao.net/
info@vil-lao.net
없음
<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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