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쿠웨이트 투자진출을 위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은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뉜다.

단독투자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법이 외국인 지분 100% 단독 투자법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진흥청(KDIPA)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분야가 자국 산업 다각화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심의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인 및 쿠웨이트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하여 합작투자 기업을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 유형으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사
쿠웨이트는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지사 설립 시 단독 및 합작투자에 의한 법인 설립이 아니면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을 상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현지 영업활동을 위한 지점, 대표 사무소(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은 외국인 직접투자진흥청
(KDIPA)의 승인하에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정부조달계약(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허가를 하고 있는 쿠웨이트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에이전트의 영업허가를 근거로 하여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활동
을 수행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지점 개설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이다.

ㅇ 지사 설립
- 현지인(기업)을 상업 에이전트(Commercial Agent)로 지정하여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해당 에이전트 계약을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경우 에이전트 계약은 관보에 게재

ㅇ 정부조달 계약
- 현지인(기업)과 서비스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십 계약 체결
- 해당 에이전트 계약을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경우 에이전트 계약은 관보에 게재

연락사무소
쿠웨이트 법률은 지사 및 연락사무소 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ㅁ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쿠웨이트 회사법(The Commercial Companies Law)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KSC)는 발기인은 쿠웨이트인이어야 하며, 등록 사무실
은 쿠웨이트에 소재해야 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국왕칙령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KSC)는 회사 등록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쿠웨이트 상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지분

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 구성은 쿠웨이트인의 지분은 최소 51% 소유를 요건으로 하고, 외국인의 지분 소유비율은 최대
49%로 제한한다. 그러나 쿠웨이트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쿠웨이트 외국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인정한다.

주식회사(KSC)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최소 자본금은 2만 5,000쿠웨이트 디나르이며 회사 등록 신청 전 은행
에 예치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주식회사(KSC) 설립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6개월이다.

ㅁ 비공개 주식회사(Closed Shareholding Company)

비공개 주식회사[KSC(C)s]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KSC)와 같이 쿠웨이트인의 최소 지분율 51%와 외국인의
지분율 49% 제한이 적용되며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비공개 주식회사는 설립에 대해 주식회사와 달리 국왕의 칙령이 필요하
지 않아 외국인의 투자진출 유형으로 선호한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쿠웨이트 상공부 상업등기부에 등록 및 관보 게재가 필요하다.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은 최소 5명이 필요하고, 최소 자본금은 1만 쿠웨이트 디나르이며 회사 등록신청 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비공개주식회사[KSC(C)s] 설립을 위한 소요기간은 약 6개월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WLL: With Limited Liability)는 쿠웨이트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설립유형으로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비교해 설립 및 등
록절차가 단순하고 쿠웨이트 상공부의 규제도 간단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000 쿠웨이트 디나르이며, 쿠웨이트인
의 최소 지분율 51%는 필수 요건이다.

쿠웨이트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은행업, 보험업, 투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기간
은 주식회사 및 비공개주식회사보다는 단기로 3~4개월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
쿠웨이트 상법은 쿠웨이트인 및 쿠웨이트 기업에 한해 영업활동을 허가하고 있어 외국인 개인의 쿠웨이트 내 개인회사 설립은 불가하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Al Tamimi &Compan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971) 4-364-1641
Khaled Bin Al Waleed Street, Sharq, Al Dhow Tower, 16th Floor, PO Box 29551, Safat 13156,
Kuwait City, Kuwait
https://www.tamimi.com
Dg.Yun@tamimi.com
윤덕근 변호사

비고

법무법인

ㅇ Deloitte Kuwai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965) 2240-8844
Dar Al-Awadi Complex Ahmed Al-Jaber Street, Sharq Kuwait City Kuwait, 20174
https://www.deloitte.com
euahn@deloitte.com
안은진 회계사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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