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요르단 투자법은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재개정 되었다. 요르단 정부는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투자법(Investment Law No. 30)을 발표했다. 이 투자법은 2014년 10월 26일에 제정되었다. 개정된
투자법으로 인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있던 투자 관련 업무가 요르단 투자청(JIC, Jordan Investment Commission) 관할로 개편되었
다.

그 후, 요르단 투자청은 유일한 정부 투자 에이전트로서 투자 유치, 수출 장려,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등 투자 부문 전반에 대한 책임 및 권
한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JIC가 직접 투자자 등록, 허가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투자 신청 과정이 매우
간략화되었다. 새로운 투자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경제 부문을 확정하였다. 또한, 내각은 사안별로 비 우선 부문에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선순위 부문은 농업 및 가축, 병원 및 전문 의료 센터, 호텔 및 관광 시설, 엔터테인먼트 및 여행 레크레이
션 시설, 콜센터, 과학 연구 센터 및 과학 실험실, 예술 및 미디어 제작, 회의 및 전시회 센터, 수자원 운송 및 추출, 가스 및 석유, 항공 운송
, 해상, 철도, 항만 등이다. ICT와 그린 에너지 분야 또한 우선순위 분야로 추가되었다.

요르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JI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의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 등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
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한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일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ㅇ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에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면세기간은 잔
여기간까지 적용한다. 투자자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을 할 수 있다.

ㅇ 분쟁해결: 투자자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인센티브
1) 인센티브 개요

요르단의 외국인 투자자는 2014년 투자법 No. 30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들은 투자법
(Investment Law No. 30 of 2014), 투자 인센티브 규정(Investment Incentives Regulation No. 33 of 2015), 판매세법(the Sales

Tax Law No. 29 of 2009), 소득세법(Income Tax Law No. 34 of 2014), 투자위원회의 결정(Decision of the Investment Council
No. 1/1/2016)에 따라서 제공된다. 인센티브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개발구역 및 자유지대 이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 자유 지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 개발 구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2) 개발 구역 및 자유 지대 이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구역 및 자유구역 밖의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부문별로 다르다.

ㅇ 모든 분야: 정부에서 설정한 발전 필요 지구에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0%의 법인세(CIT) 감면 혜택 제공, 특정 경제 활동
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ㅇ 산업 및 수공예 분야: 특정 품목 수입, 생산 요건, 고정자산, 이중 고정자산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ㅇ ICT 분야: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특정 서비스, 특정 수입품, 현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5%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특정 서비스에 대해 GST 영세율을 적용한다.

ㅇ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등과 관련한 장비 수입에 관세 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에 관하여 상품용역세(GST) 0%를 부과한다.

ㅇ JLGC 인센티브: 회사의 신용 조사 및 신청서 평가를 시행하여 대출 목적 및 대출 보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대출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정 분석을 거쳐 대출을 승인한다.

ㅇ ISTD 인센티브: 산업 및 수공예 분야에 대하여 법인세를 14%까지 낮춰준다. 그 외 분야에서는 양도 소득에서 파생된 소득은 일반적
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 회사, 금융 중개 회사,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및 금융리스 활동을 하는 회사는 제외)

ㅇ JEDCO 인센티브: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GDF라는 프로그램은 보조금 대출, 자기 자본 기여, 전환 사채를 제
공한다. 두 번째 JICN는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유지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요르단은 6개의 공공 자유지대와 38개의 사적 자유지대를 가지고 있다. 자유지대에서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ㅇ 법인세: 자유지대 내에서 상품의 수출, 운송 무역, 물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ㅇ 상품용역세(GST): 자유지대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GST를 면제한다.

ㅇ 관세: 자유지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회사가 다른 국가로 수출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다.

ㅇ 토지세: 자유지대에 설립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ㅇ 건물세: 자유지대에 설립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4) 개발 구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요르단은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다수의 개발 구역을 설립하였다. 개발 구역 내에서도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
래와 같다.

ㅇ 법인세: 개발 구역 내의 경제 활동 및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세 5%로 감소 또는 개발 지역 내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이익
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ㅇ 상품용역세(GST): 개발 구역 내의 회사가 구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GST 면제 또는 개발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다른 지
역으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GST의 7% 감소 혜택을 제공한다.

ㅇ 관세: 개발 지구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제한 및 금지(업종) 개요

요르단의 투자 제한 및 금지는 업종별로 규제가 제정되어 있는데 크게 100% 지분 가능, 50% 지분 가능, 투자 금지 분야로 구분된다.

ㅇ 외국인 투자 100% 지분 소유 가능 업종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테마파크, 통신, 환경, 케이터링, 선박 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등

ㅇ 외국인 투자 최대 50% 지분 소유 가능 업종
건설, 도소매, 운송(해상, 항공 및 기차), 폐기물 처리, 수출입 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등

ㅇ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보안 및 사설탐정,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등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아카바 경제특구

아카바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로 홍해와 연결된다. 한편, 지난
2001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증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카바 경제특구(ASEZ, Aqaba Special Economic Zone)가 설립되
었다. 동 특구는 산업·산호·해변·항구·공항·타운시설·위락지구 등 총 6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요르단에서 진행되는 수출입 대다수가 아
카바 항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카바는 요르단 상업과 관련하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카바 경제특구는 2021년 6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정부와 협업하여 NEOM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네
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긴 하나 홍해 근방을 중심으로 요르단의 아카바 경제특구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다. 산
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급속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아카바 경제특
구에 스마트시티 건립도 포함되어 있다.

아카바 경제특구가 처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화물이 아카바 항구를 벗어나게 되면 북쪽의 암만 수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카바 내의 물류 관련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마안의 내륙항 건설, abiad-aqaba 철도 운송 능
력 증대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아카바 경제특구 관련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http://www.aseza.jo/
- 주소: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qaba, Jordan
- TEL: +962-3209-1000, FAX: +962-3209-1056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청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등록 절차를 간략화했으며 아래와 같이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
을 마련했다.

- 차량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사회 복지 세금(Social Service Tax) 면제
- 건물 및 토지세 면제
- 지분 및 한도 분배세 면제
- 소득세율 5%로 인하 적용(은행, 보험, 운송 서비스 제외)
- 관광,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 인정
- 자본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제한 없음

2) 자유무역지대

요르단은 6개의 공영 자유무역지대와 38개의 민영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JIC는 해당 투자자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여하고 있다. 자
유무역지대에서는 관세, 법인세, 판매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공영 자유무역지대(6개)
Zarqa Free Zone, Sahab Free Zone, The Queen Alia Int'l Airport Free Zone, Al-Karak Free Zone, Al-Muwaqar Free Zone, Al
Karama Free Zone에 해당한다.

ㅇ 민영 자유무역지대(38개)
Indo-Jordan Chemicals Company Ltd., Trans-Jordan Livestock Company, Hijazi and Ghosheh Company for meat and
livestock, Jordan Bromine Company, Jordan Magnesia Company, Arab Fertilizers &Chemicals Industries LTD (KEMAPCO),
Nippon Jordan Fertilizer Co NJFC, Solvochem Holland B.V. Co, Middle East Reg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MEREN),
Jordan Abyad Fertilizers and Chemicals Co. (JAFCCO), Jordan India Fertilizer Co (JIFCO), Jordanian Duty Free Shops Co,
Jordan Media City (Dallah Media Production Company), International Diamond Investment Co, King Abdullah II Design and
Development Bureau (KADDB), Al-Baha Company For Caustic Chlorine Ind, Bayt Al Mal for Saving and Investment Housing
Bank, Jord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JIIC), Hikma Pharmaceuticals Co.,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Jordan Saudi Company for Satellite (JASCO), Trans Middle East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 Ltd, Jordan
Aircraft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Company, Jordan Aeronautical-systems Company (JAC), Jordan Aircraft
Maintenance Limited (JorAMCo), Jordan Airmotive (JALCo), Jordan Airline Training &Simulation Company(JATS), Jordan
Airline Catering Company (Dnata), Jordan Duty Free Shops, Jordan Air Cargo Company, Aviation Handling Services
Company Lt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ial Cities Development Company (Cyber City), Jordan Gateway Projects
Co., Ad-Dulayl Industrial Park and Real Estate Company (IDMC), Royal Jordanian Air Academy (RJAA), Rhodes Precast
Concrete Letd, Airport Retail Shops Co, Al Mehaniya Aircraft Maintenance에 해당한다.

3) 최근 투자 동향(우리 기업 진출 유망 투자 프로젝트)

현재 요르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기간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이 기
대된다. 첫 번째는 자르카 정유소 4차 확장 프로젝트이다. 동 프로젝트는 정제 용량을 하루 약 12??만 배럴로 늘리고 생산되는 석유 파생
제품의 사양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품의 질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프로젝트는 입찰 서류 접수 단계로 2023년까지 확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LNG 재기화 프로젝트이다. 정식 영문 프로젝트명은 'ADC-LNG Regasfication'이며 현재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방식의 재기화 터미널 시설을 FSU(Floating Storage Unit, 해양 저장 탱크) + 육상 재기화(Onshore
Regasfication)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주요 프로젝트 방향이다.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방식은 LNG 수송선 → 해상 잔교에 고정된 FSRU를 통한 재기화 실시- 잔교와 연결된 배
관을 통해 재기화된 가스 공급)(FSU(Floating Storage Unit)방식은 LNG 수송선 → 해상 잔교에 고정된 FSU → 육상 재기화 시설을 통한
재기화 → 육상 배관으로 재기화된 가스 공급)

산업단지
ㅇ Ad-Dulayl Industrial Park (QIZ)
규모

82.7ha

위치

Ad-Dulayl Industrial Park (QIZ), Zarqa, Jorda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전화: +962-6)464-5416
이메일: info@dleil.com
홈페이지: www.dleil.com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0962-6-5620055이고 이메일 주소는 info@jiec.com이다.

ㅇ Abudllah Ⅱ bi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AIE)
규모

253ha

위치

Abdullah II Ib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Sahab, Jorda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전화: +962-6)562-0055
이메일: info@jiec.com
홈페이지: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2/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0962-6-5620055이고 이메일 주소는 info@jiec.com이다.

ㅇ Aqaba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AIIE)

규모

275ha

위치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SEZ), Jordan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전화 : 00-962-6-5680055
이메일 : sales@jiec.com
홈페이지 :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3/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0962-6-5620055이고 이메일 주소는 info@jiec.com이다.

ㅇ Al-Hassan Industrial Estate (HIE)
규모

117.8ha

위치

P.O. Box: 40 Zip Code 21461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전화 : 00-962-3-2356011
이메일 : sales@jiec.com
홈페이지 :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4/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0962-6-5620055이고 이메일 주소는 info@jiec.com이다.

ㅇ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HUIE)
규모

186.6ha

위치

P.O. Box: 5 Zip Code 61110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전화: 00-962-3-2356011
이메일: sales@jiec.com
홈페이지: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5/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0962-6-5620055이고 이메일 주소는 info@jiec.com이다.
<자료원 : 2019년 7월 기준 입수가능한 JIEC 자료 >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아카바(Aqaba)
면적: 6,905㎢
인구: 20만 명
주도: 아카바(Aqaba)
주요 기관: 아카바 경제특구청
주요 산업: 관광(호텔, 골프장, 레저시설), 서비스(해운, 화물운송, 창고업 등) 제조업(섬유, 의류, 비료, 농화학품, 전기·전자조립공장, 의
약품, 사해 화장품 공장 등), 부동산 개발(산업단지, 복합주택단지, 테마파크 등)
비고: 아카바는 요르단에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이다. 아카바 항구와 공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입이 아카바에서 이루어지며, 해상
및 육상 물류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다.

ㅇ 자르카(Zarqa)
면적: 4,761㎢
인구: 144만 명
주도: 자르카(Zarqa)
주요 산업: 엔진 오일 등 차량 용품 제조, 자동차 부품, 식품 가공
비고: 암만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대이라크 중고차량 수출 기지로 알려져 있다.
ㅇ 암만(Amman)
면적: 7,579㎢
인구: 423만 명
주도: 암만(Amman)
주요 기관: 요르단 정부, 의회 등
주요 산업: ICT, 문화, 유통, 서비스 등
비고: 요르단의 수도로 비즈니스상업문화의 중심지이며 요르단 인구의 40% 이상이 암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산업단지가
암만 주 내에 위치해 있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