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카타르 통상산업부(MoCI)는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 8일 부로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Law No. 13 of 2000,
Regulation of the Investment of Non-Qatari Capital in the Economic Activity) 개정하는 개정법(Law No. 1 of 2019)을 발표했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자본의 유치와 모든 상업활동 분야의 발전, 카타르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
른 산업다각화 성취를 목표로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한 산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든
경제분야에 최대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다만, 신청 산업 분야나 사업 계획 등 상세한 검토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통상산업부 외국인 투자 전담 부서 'Invest in Qatar'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일반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건설업(Construction and
Contracting) 분야는 동 투자법 개정을 통해 100% 지분투자 신청이 가능하며, 제조업을 위한 공장도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식당 및 커
피숍도 허가 가능 분야에 해당하지만, 분야별 진출 및 승인 가능 여부는 통상산업부 Invest in Qatar 부서 문의 및 신청 서류 제출 등 일련
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한다.

ㅇ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경제분야에 최대 100% 지분 소유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동 개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름.
- 49% 초과 지분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15일 내 신청서를 검토함. 15일 내 승인여부에
대해 공지받지 못할 경우 승인 거절로 간주할 수 있음.
승인이 거절된 경우, 15일 내 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관은 30일 내 해당내용을 재심사하며, 승인여부에 대해 공지받지
못할 경우 최종 거절로 간주할 수 있음.
- (a)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금융(Banking), 보험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b) 상업 에이전시에 투자할 수 없음
. (c)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통상산업부(MoCI) 허가에 따라, 카타르 주식거래소(Qatar Exchange) 상장기업 지분의 49%까지 소유 가능
-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카타르 시장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반제품(Semi-manufactured Items)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ㅇ 통상산업부 Invest In Qatar 연락처
- 홈페이지 : www.invest.gov.qa
https://sw.gov.qa(회사 설립 신청 사이트) * 국내에서는 접속 불가할 수 있음
- 전화번호 : +974 4042-3344
- 이메일 : investinqatar@moci.gov.qa
- 비고 : 루사일(Lusail) 지역 통상산업부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 가능. 2021년 5월 기준 코로나19 영향으로 방
문 신청은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며, 투자자용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2018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카타르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2019년 하마드항구와 하

마드국제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개장했으며, 여전히 부지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단계에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허용,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혜택, 자유로운 영어 구사 환경, 저임금 노동자부터 고급인력까지 활용 가능한 다
양한 인재풀 등을 카타르의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유치진흥기관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

카타르는 2019년 7월 17일 투자유치진흥기관인 IPA를 출범시키고 자문이사회(Advisory Board) 구성을 발표했다. IPA는 외국인 직접투
자(FDI) 유치의 단일 창구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완전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 목표와 특정 분야의 투자진흥 의제 설정과
함께 정책 개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이사회는 의장, CEO 및 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동 조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내 설치된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와 유사한 조직으로 그간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 QFC 등에서 분산돼 있던 외국인 투
자유치 업무를 단일 창구화하여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A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nvest Qatar라는 브랜드
를 사용하고 있다.
* Invest Qatar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 : https://www.invest.qa/publications (Investment Guide 클릭)

ㅇ 의장 : Ali bin Ahmed al-Kuwari 통상산업부 장관
ㅇ CEO : Sheikh Ali Alwaleed al-Thani 카타르 WTO 사무국 국장
ㅇ 이사 : Ahmed bin Mohamed al-Sayed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의장 겸 국무장관
Saleh Majid al-Khulaifi 통상산업부 무역차관보 대리
Yousuf Mohamed al-Jaida 카타르 QFC(Qatar Financial Center) CEO
Yosouf Abdulrahman Al-Salehi 카타르 QSTP(Qatar Science &Technology Park) 전무이사

투자인센티브
1) 경제자유구역청(QFZA)
ㅇ 100% 외국인 지분
ㅇ 수입관세 면제 (수출 기업 기준, 국내 판매 병행 시 해당없음)
ㅇ 20년간 법인세 면제 (2018년부터 20년)

2)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ㅇ 100% 외국인 지분
ㅇ 법인세 면제
ㅇ 수입관세 면제

3) 카타르금융센터(QFC)
ㅇ 100% 외국인 지분

4)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 (Invest in Qatar 부서 승인 사례에 한해 적용)
ㅇ 100%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금지(업종)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자본과 관련된 사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은행, 보험업의 경우 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슬
람 율법에 따라 금기시되는 도박(카지노 등) 분야가 금지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 중 가상화폐 사업도 카타르중앙은행 규제에 따라 금지
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자유구역 (Free Zones)

하마드항 인근과 하마드국제공항 인근에 각각 ‘움알하울(Um-Alhoul)’, 라스부폰타스(Ras Bufontas)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중이다.
2020년 말까지 약 130개 기업이 입주 신청 승인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입주 및 부지 조성 중이다.

ㅇ 운영 주체
-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QFZA)

ㅇ 규모 및 위치
- 라스부폰타스(Ras Bufontas) : 3.96㎢ 하마드 공항 인근
- 움알하울(Um Alhoul) : 34㎢, 하마드 항구 인근

ㅇ 중점유치분야
- 석유화학 다운스트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기타화학 제품 등)
- 첨단기술(사이버보안, 지능형 물류 및 교통, 인공지능, 농업 및 수자원 기술 등)
- 물류 : 전자상거래, 식품포장, 의약품 공급체인 등

ㅇ 강점 및 인센티브
- 자유로운 영어 구사 환경 : 아랍어가 국어이나, 영어도 널리 통용
- 다양한 인재풀 (저임금 단순노무, 전문직) : 인도 65만, 아랍 52만, 네팔 36만, 필리핀 26만 등 저임금 노동자부터 고급 전문직종까지
다양한 인재풀 보유
- 저렴한 기름값, 수도전기세 : 산업용 전기 3센트/Kwh, 산업용 수도 1.48달러/㎥, 휘발유 (옥탄가95) 34센트/리터
- 편리한 운송 환경 : 1일 운항 여객기 230건, 화물기 29건, 직항 해상운송라인 15개(한국 포함), 중동 지역 해상무역의 27% 차지 *
코로나19 발생 이전 운송 환경 기준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20년간 법인세 면제(2018년부터 20년), 수입 관세 면제(수출 기업 기준, 국내 판매 병행 시 해당없음)

ㅇ 입주 기업 렌트 비용 (최소 비용 기준)
- 토지(Land) : 연간 2.75달러/제곱미터
- 사무실(Office) : 월 29달러/제곱미터
- 가구 포함 사무실(Fitted Office) : 월 34달러/제곱미터
- 산업용 시설(Industrial Unit) : 연 96달러/제곱미터

ㅇ 주요 입주 기업 : 구글클라우드(Google Cloud), DHL, GWC(Gulf Warehousing Company, CHEC(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등

ㅇ 홈페이지 : https://fza.gov.qa

2) 카타르 과학 기술 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ㅇ 위치
-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ㅇ 중점유치분야
- 기술 및 제품 개발, R&D, 고부가가치 제조업, 교육,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

ㅇ 강점 및 인센티브
-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첨단기술 분야 종사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 개념증명펀드(Proof of Concept Fund)를 통한 기술개발기업 초기자금 지원
- 3,000만 달러 규모의 창업펀드를 활용한 창업자 지원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ㅇ 주요 입주 기업
- 지멘스(Siemens), 보다폰(Vodafone), 시스코(CISCO), 토탈(Total), 미쯔비시(Mitsubishi Corporation), 구글클라우드(Google
Cloud), 바르잔홀딩스(Barzan Holdings) 등

ㅇ 홈페이지 : www.qstp.org.qa

3)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QFC)

ㅇ 위치
- 본사는 웨스트베이(West Bay) 지역에 위치하며, 입주 기업들은 QFC 본사 및 QFC에서 지정한 46개 건물 내 입주 가능

ㅇ 중점유치분야
- 투자은행, 핀테크 및 금융 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
-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약 700여 개 기업 입주 (카타르 41개사, 인도 27개사, 영국
20개사, 미국 11개사, 요르단 9개사, 프랑스 6개사 등)

ㅇ 강점 및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ㅇ 홈페이지 : www.qfc.qa

산업단지
ㅇ 도하산업단지 및 신산업단지
규모

약 80㎢

위치

도하 도심지(West Bay)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0km 지점 부근

ㅇ 단지구성 및 명칭
- 도하산업단지(Doha Industrial Area)
- 신산업단지(Small &Medium Industrial Area – New Industrial Area)

임차료

ㅇ 임차료
- 지역별, 규모별 상이
ㅇ 임차방법
- 현지 부동산 거래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 사이트 : https://www.propertyfinder.qa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홈페이지 : https://www.moci.gov.qa
- 전화번호 : +974-6611-1400
ㅇ 유치 업종
- 금속 가공, 플라스틱 가공, 목재 가공, 식품 및 식음료, 제약, 자동차 수리 및 부품 등

비고

ㅇ 입지 여건
- 도하 구도심 인근(Al Sadd 및 C-RING 로드) 20분 내외, 상업 중심지 웨스트베이(West Bay)까지
30분 내외, 하마드공항 30분 내외, 하마드항구 30분 내외
ㅇ 주요 입주 기업
- 주요 자동차 브랜드 서비스 센터(현대, 기아, 쌍용, 토요타, 혼다, 스즈키, 포드 등) 및 자동차 부품 워크
샵, Gulf Steel Factories(Steel 제품 가공), Readymix Qatar(레디믹스), ITAG(Oil&Gas 플랜트 기자재 제
조), NAFFCO(소방기자재 제조) 등

ㅇ Mesaieed Industrial Area
규모

60.7㎢

위치

도하 도심지(West Bay)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40km 지점 부근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연간 임차료
- Industrial Plots : 10QR/Sqm
- Logistics Plots : 20QR/Sqm
* 1USD = 3.64QR

ㅇ 마나텍(Manateq)
- 홈페이지 : https://www.manateq.qa
- 전화번호 : +974-4032-3333

ㅇ 유치 업종
- 금속가공, 플라스틱 가공, 화학제품, 비료, 레디믹스(Ready-mix), 시멘트 및 콘크리트 등

비고

ㅇ 입지 여건
- 하마드항구 20분 내외 인접, 하마드공항 30분 내외 소요
ㅇ 주요 입주 기업
- Qatalum(알루미늄), QPMC(건설 원자재), QAFCO(비료), QChem(화학), Hepworth(플라스틱 파이
프 등), SMEET(레디믹스), Al Jabor Cement Industries(레디믹스), Q-Tec Switchgear(스위치기어) 등
<자료원 : https://www.manateq.qa>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제리 알 사무르(Jery Al Samur) 물류단지
ㅇ 위치
- 알라얀(Al Rayyan)과 루사일 간 화물차 운송경로와 인접하여 창고업과 운송에 특화
ㅇ 분야
- 식음료, 건설자재 등
ㅇ 입주 문의 - 마나텍(Manateq)
- 홈페이지 : https://www.manateq.qa
- 전화번호 : +974-4032-3333

ㅇ 비르캇 알 아와미르(Birkat Al Awamer) 물류단지
ㅇ 위치
- 하마드항 및 움알하울(Um Alhoul) 경제자유구역과 인접
ㅇ 분야
- 건설, 알루미늄, 석재 및 철강 작업장, 다목적 저장소
ㅇ 입주 문의 - 마나텍(Manateq)
- 홈페이지 : https://www.manateq.qa
- 전화번호 : +974-4032-3333
ㅇ 아바 사릴(Aba Saleel) 물류단지
ㅇ 위치
- 메사이드 산업단지, 하마드항 움알하울(Um Alhoul) 경제자유구역과 인접
ㅇ 분야
- 전자제품, 인쇄, 세탁, 동물 사료, 식품 제조 및 창고, 패션 및 예술
ㅇ 입주 문의 - 마나텍(Manateq)
- 홈페이지 : https://www.manateq.qa
- 전화번호 : +974-40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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