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ㅇ 수단은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2003, 2007, 2013년에 걸쳐 개정, 지금은 2013 투자촉진법(National 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13)이 적용되고 있다. 동 법규는 농업, 축산, 제조, 에너지, 광업, 교통, 관광, 사회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단 투자촉진법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ㅇ 수단 투자법 원문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홈페이지에서 영문판 확인 가능
- 링크: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nvestmentLaws/laws/63

ㅇ 투자진출 인허가 관련 부처 : 수단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 주소 : Khartoum west Hilton
- 전화번호 : 249-1-8377-8673, 8378-7193/4/5/6/7/8
- 팩스 : 249-1-8378-7192
- 이메일 : investment@sudanmail.net
- 홈페이지 : http://sudaninvest.org/English/Default.htm

투자인센티브
1) 투자촉진법상 장려 업종

ㅇ 제조, 광산업: 수단 정부는 남수단 독립에 따른 유전지대의 75% 상실, 저유가에 따른 석유 수출이 어렵게 되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5~2019)을 선포, 시행 중이다. 동 법의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농축산물, 광업, 제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로 아래 산업을 투자유치 장
려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 기초원자재 가공업 : 금속철강, 제지, 유리, 시멘트, 건축자재, 플라스틱 재료
- 기계 엔지니어링 : 트랙터, 농기계, 의료, 산업재 생산에 사용되는 엔진 및 장비,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장비
- 석유화학 : 비료, 살충제, 고무, 화학제품
- 건설 중장비, 의료산업, 관개, 펌프 등
- 광산업 : 금, 은, 크롬, 철 등 광물 자원 개발, 관련 기계장비

ㅇ 농축수산: 수단 기후는 북쪽의 사막기후, 남쪽의 사바나기후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지역별로 다양한 농축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아랍권 전체 농지의 40%에 달하는 나일 강 유역의 비옥한 농토(26만 헥타르 보유), 2016년 기준 수출품목 2위를 기록 중인 축산, 나일
강과 홍해에 발달된 수산업 등은 아직까지 수단의 대표 산업으로 아래 분야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 농업 : 검 아라빅, 참깨, 관개농업
- 축산 : 피혁, 사료 가공, 축산물, 낙농 플랜트
- 수산 : 양식업

ㅇ 인프라: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외화부족,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자금공여 부족 등으로 인해 인프라 개발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수
단 정부는 아래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 도로 / 교량 건설

-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개설 확대
- 댐 및 관개 수로 건설
- 에너지 발전 및 보급
- 농촌 지역 및 도시에 깨끗한 식수 공급

ㅇ 관광: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 홍해,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관광 자원으로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인프라, 인력, 홍보 부족으로 수단의 관광산업은 미미한 편이다. 최근 이집트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 숫자로 고고학적 관심
을 받고 있는 Nubian 피라미드, 홍해의 해양 관광 자원, 동남부의 에티오피아 국경과 인접한 Dinder 국립공원 사파리 투어 등이 주요 관
광자원으로 꼽히며, 투자 장려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수상 스포츠 장비(나일강, 홍해)
- 외국인들이 이용할 만한 관광호텔 건설
- 고고학 유적지 복원 및 관리(Nubian 피라미드)
- 관광 교통 인프라 개발

2) 투자 인센티브 내용

ㅇ 세금 감면 : 상기 전략 분야 투자 시, 해당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자본재 세금이 감면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경우 7%의
수입 관세 및 17%의 부가세만 부과된다. 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운송장비 수입도 관세 없이 17%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ㅇ 부지 사용료 감면 : 투자법 시행규칙에 의거, 동 규칙에 명기된 전략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부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무상으로 제
공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ㅇ 제도적 보장 : 제도적으로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 100% 허용, 투자 자산에 대한 국유화 및 몰수 금지
, 투자자금 동결 및 압수 금지, 투자 중단 시 투자자금 재송금 및 자본재 반출 허용, 과실 송금 및 이자 송금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실제로
도 과실 송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원, 관련 세금 완납 증빙 제출 시 반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외환을 취급하는 수출입 업무는 외국인 단독 투자 불허, 그 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 제한이 없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수단은 1970년대부터 Free Markets Establishment 도입(1973), the Sudanese Exhibitions Authority 설립(1976), the Al-Qurain
Village Hotel and the Al-Hubei Land Restaurant – the Emiri Restaurant 설립(1978) 등 박람회, 호텔 등을 설립하며 자유무역지대
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1993년 SFZ(Sudanese Free Zones &Markets Co.Ltd)를 설립, 관련 제도가 본격 출범했으며, Law of Regions
and Free Markets(1995, 2009개정)이 제정되었다.

ㅇ SFZ(Sudanese Free Zones &Markets Co.LTD)
- 본사: Khartoum East, Berri Khartoum, Khartoum Internation Airport Ground
- 전화: +249183263643 / 팩스 : +249183263635
- 이메일: info@sudanfreezone.com
- 홈페이지: https://www.sudanfreezone.com/en/

ㅇ SFZ는 첫 자유무역지대로 2000년 홍해의 Red Sea Free Zone 설치, 2007년에는 카르툼주에 Garri Free Zone 설치, 이외 BerrI
Business District, Free Markets and Business, Gallabat Free Zone 등이 지정되었다. 아울러 수단 최대기업인 DAL 그룹은 Sayga
Investment, 투자부와 협력하에 홍해 북부 항을 중심으로 Private Sayga Free Zone 조성하기도 했다.
- Red Sea Free Zone: 수단 유일의 컨테이너항이 운영되는 Port Sudan은 수단 무역의 거점. 동 자유무역지대는 Port Sudan에서 남
쪽 방향 38km 지점에 위치하며 Suakin항과 원유 수송 항인 Bashaer항을 중심으로 6억 s/m(60km*10km) 부지에 조성돼 있다. 최근에
는 Port Sudan에서 카르툼을 잇는 철로 유지보수가 마무리되어 철도 운송 환경도 크게 개선된 상태다.
- Private Sayga Free Zone: 홍해 북항을 중심으로 5만8천 s/m 부지에 2016년 지정
- Garri Free Zone: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카르툼주에 2007년에 설치, 2천6백만 s/m 규모
- Gallabat Free Zone: Al-Gadarif 남쪽에서 163km 떨어진 수단-에티오피아 국경지역에 위치, 8.75 s/km 규모
- Berri Business District: 카르툼 중심 청나일 인근에 위치, 429,922 s/m 규모로 국제박람회 개최, 최근 5년간 5백여만 명이 방문하
는 등 수단 전시산업 중심지 역할 수행
- Free Markets and Business: 카르툼 공항, Port Sudan에 면세점 형태로 운영

ㅇ 이외 수단 투자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추가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검토 중임.
- Nyala Free Zone (남부 Darfur주)
- Al-Bashir Medical City (Al-Jazeera주 - Al-Bageir, 카르툼주)
- Ashkeet Free Zone (Nothern주 - old Halfa)
- Argeen Free Zone (Nothern주 - Argeen)
- Marawi Free Zone (Nothern주 - Marawi)
- Kassala Free Zone (Kassala주 - Awadh)
- Kosti Free Zone (백나일주)
- Al-Jabalain Free Zone (백나일주)
- Al-Junaina Free Zone (서부 Darfur주)

ㅇ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투자가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은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 외국인지분 100% 허용
- 송금/환전 보장
- 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혜택 공유

산업단지
ㅇ Saria Industrial Complex, Geizara 농업 단지
규모

미공개

위치

카르툼(Khartoum)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미공개
ㅇ Sudan Free Zones &Markets Co.
- 웹페이지 : www.sudanfreezone.com
- 전화 : +249-183-263-637
- 이메일 : Gfz.mrk@sudanfreezone.com
* https://www.sudanfreezone.com/en/customer-services/ 참조
Saria 산업단지에는 LG와 협력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을 생산하는 CTC 공장, 레바논계 신발류 투자기
업 등 가동 중, 수단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원 : www.sudanfreezone.com>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카르툼(Khartoum)
ㅇ 인구 : 8백만 명 (인근 옴두르만, 북 카르툼 포함 시 1천만 명 이상 추산)
ㅇ 주요 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종 공기업 소재
ㅇ 주요 산업 : 수단 내 거의 유일한 상업, 산업 중심지
ㅇ 포트수단
ㅇ 인구 : 1백만명 미만
ㅇ 주요 시설 : Port Sudan (국제항), 소규모 관광 단지 등
ㅇ 주요 산업 : 물류, 관광 등, 남수단 등 석유 생산 재개 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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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