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콜롬비아 내 해외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본사를 통해 회사 규정, 실제 대리점 증서 및 법인 설립 확정 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점 날짜와 대리인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공증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직인이 있어야 하며,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인어로 번역 시 외교부에서 인증된 공인 번역가를 통해야 하며, 원본과 번역본을 둘 다 제출해야 한다.
위 서류들은 필히 아포스티유 인증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콜롬비아 내에 설립하는 법인은 회사 명칭에 “Colombia" 즉 콜롬비아 법인이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또한 투자 자금은 콜롬비아 중앙은행(el Banco de la Repbli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순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지사
콜롬비아 상법(Codigo de Comercio) 제 469, 471,472호에 따라 해외지사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
2) 해외에 주 소재지를 보유

아울러 "지사"를 콜롬비아 영토 내 영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점으로 정의하고 회사명으로는 동일한 본사 명칭에 Sucursal
Colombia "콜롬비아 지사"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등록하는 형태이며, 대리인이나 기업이 일시적 업무 및 연락을 위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본사
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한다. 또한 대표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동 기업의 조업 및 영
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인 Sociedad Anonima(S.A)와 축소형 주식회사인 Sociedad Anonima Simple (S.A.S)로 구분된다.

1) 일반 주식회사(S.A) 설립요건 및 특징:
ㅇ 구성원수: 최소 5명이며, 이 중 누구도 기업 발행 자본금의 95%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ㅇ 책임한계: 주주의 책임은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
- 모회사의 조치로 인해 계열 회사의 파산이 발생한 경우
-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서약을 위반한 경우

- 과대평가된 현물 기부
ㅇ 외부감사: 적용
ㅇ 지분양도: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며, 증권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양도 제한이 포함된 경우 정관
을 따름
ㅇ 등록절차: 주주 또는 변호사와 회사설립 공식확인서 작성 및 서류 공증→설립 소재지 상공회의소에서 문서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국세청 사업 등록(RUT) 신청 및 세금식별번호(NIT) 배정→RUT 사본 및 법적 대표인 정보를 상공회의소에 제출→설립 증명서 발
급

2) 축소형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특징:
ㅇ 구성원수: 최소 1명, 최대 인원 제한 없음
ㅇ 책임한계: 주주의 책임은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
- 모회사의 조치로 인해 계열 회사의 파산이 발생한 경우
-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서약을 위반한 경우
- 과대평가된 현물기부
ㅇ 외부감사: 조건부 적용(총자산의 가치가 법정 월 최저 임금의 5,000배 이상인 경우 혹은 전년도 총 소득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0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ㅇ 지분양도: 초기에는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며, 다만 양도불가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음.
ㅇ 등록절차: 회사설립 공식확인서, 정관 작성 및 서류 공증→설립 소재지 상공회의소에서 문서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국세청
사업 등록(RUT) 신청 및 세금식별번호(NIT) 배정→RUT 사본 및 법적 대표 정보 상공회의소에 제출→설립 증명서 발급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현지 명칭은 Sociedad Limitada(S.L)이다.

1) 유한책임회사(S.L) 설립 요건 및 특징
ㅇ 구성원수: 최소 2명, 최대 25명
ㅇ 책임한계: 내부적으로 특별 정관이 없는 경우 특별한 책임의 의무를 받지 않음. 납세 및 노동부채를 제외하고 지불되지 않은 주식자본
이나 부채 지불 책임에서 제외
ㅇ 외부감사: 조건부 적용(총 자산의 가치가 법정 월 최저 임금의 5,000배 이상인 경우 혹은 전년도 총 소득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0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ㅇ 지분양도: 주식 판매 또는 양도는 정관이 보장하는 경우 가능.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 및 양도 결정 후 상공회의소에 정
식으로 공개증서를 등록해 합법화해야 함
ㅇ 등록절차: 회사설립 공식확인서, 정관 작성 및 서류 공증→설립 소재지 상공회의소에서 문서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국세청
사업 등록(RUT) 신청 및 세금식별번호(NIT) 배정→RUT 사본 및 법적 대표 정보 상공회의소에 제출→설립 증명서 발급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축소형 주식회사 설립요건과 같다.

1) 축소형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특징:
ㅇ 구성원수: 최소 1명, 최대 인원 제한 없음
ㅇ 책임한계: 주주의 책임은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 일반형 주식회사와 같음)
- 모회사의 조치로 인해 계열 회사의 파산이 발생한 경우
-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서약을 위반한 경우
- 과대평가된 현물 기부

ㅇ 외부감사: 조건부 적용(총 자산의 가치가 법정 월 최저 임금의 5,000배 이상인 경우 혹은 전년도 총 소득이 법정 월 최저임금의
3,000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ㅇ 지분양도: 초기에는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며, 다만 양도불가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음.
ㅇ 등록절차: 회사설립 공식확인서, 정관 작성 및 서류 공증→설립 소재지 상공회의소에서 문서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국세청
사업 등록(RUT) 신청 및 세금식별번호(NIT) 배정→RUT 사본 및 법적 대표 정보 상공회의소에 제출→ 설립 증명서 발급

국외 기업 현지 지사
1) 현지 지사 설립 요건
ㅇ 구성원수: 해외 기업의 콜롬비아 지사 설립의 경우 국외 기업의 확장형태로 간주되어 구성원 제한이 없음
ㅇ 책임한계: 국외 기업 본사에서 콜롬비아 지사의 자산과 납세, 부채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받음
ㅇ 외부감사: 적용
ㅇ 지분양도: 제한 없음
ㅇ 등록절차: 본사 정관 등 콜롬비아 상법이 요구하는 서류는 공증을 통해 공식화해야 함.→설립 소재지 상공회의소에서 문서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국세청 사업 등록(RUT) 신청 및 세금식별번호(NIT) 배정→RUT 사본 및 법적 대리인 정보 상공회의소에 제출 → 설
립 증명서 발급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BRIGARD Y URRUTIA
전화번호

+57 1 3462011

주소

Cl. 70a #4-41, Bogot

홈페이지

https://bu.com.co/es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mtoro@bu.com.co
없음

ㅇ Baker Mckenzie SA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57 1 634 1500
Avenida 82 No. 10-62 Piso
https://www.bakermckenzie.com/es/locations/latin-america/colombia
alejandro.mesa@bakermckenzie.com

ㅇ Philippi Prietocarrizosa Ferrero DU &Ura
전화번호
주소

+571 3268600
Carrera 9 # 74-08 Oficina

홈페이지
이메일

https://www.ppulegal.com/
infoCO@ppulegal.com

ㅇ Posse Herrera Ruiz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57 (1) 325 7300
Cra 7 No 71-52, Torre A Piso 5
http://www.phrlegal.com/
phr@phrlegal.com
<자료원 : 각 기업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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