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
할 것인지 등의 투자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미얀마 신투자법(2016년 법 기준)에 의하면 외국 기업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ㅇ 100% 자기자본을 투입, 소유주가 되는 경우
ㅇ 미얀마 정부기업이나 민간업체(개인)와 합작 설립하는 경우(최대 지분율까지 취득 가능)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자본금은 제조업 100만 차트(15만 달러), 무역업 50만 차트(7만
5천 달러), 서비스업 30만 차트(5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무역업의 경우에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사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역업만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다.

외국계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또는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투자 가능하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투자할 경우 초기 5년간 법인 소
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회사법에 따라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으므로 설립이 간단하며 소요시
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센티브, 국유지 장기임차, 과실 송금 보장 등의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ㅇ 설립 절차: 미얀마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투자위원회에 소정양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포함돼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투자제안서(Proposal)
- 재정확인서
- 은행추천서
- 투자제안서 보완서류
· 예상 연간수익
· 예상 외화수입 규모
· 투자자본 회수 기간
· 고용창출 효과
· 재무기여도
· 현지 및 외국시장 현황
- 자본금의 100%를 외국인이 보유할 경우 해당 업종의 미얀마 중앙부처(Ministry)가 지정하는 조직(Organization)과의 계약 초안
- 합작투자일 경우, 투자자와 현지 합작 파트너와의 계약 초안
- 합작투자일 경우, 회사설립 비망록과 기본규정
- 기타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

지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설립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외
국계 무역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설은 미
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와 동
일하며 기업 정관 대신 본사 정관 사본, 본사 재무제표 사본 등을 본사 주재국 미얀마 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다.

연락사무소
미얀마에서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舊회사법 하에서는 외국인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新회사법에는 외국인도 각 상장회사의 35%까지 취득하는 것이 허
용된다. 舊회사법에서는 액면가를 정관에서 정해야 했으나 新회사법에 따르면 액면가가 폐지됐다(제60조(b)항). 다만 현실적으로 미얀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일반적인 의미의 주식회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이 35%를
넘어서는 경우 외국 회사로 취급되어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는 등 내국 기업에 비해 제약이 있다.

유한책임회사
미얀마의 경우 실제 대다수의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운영된다. 미얀마에 진출한 대다수의 한국 봉제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주식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비공개업체와 공개업체로 구분하는데 비공개업체는 주식의 양수도가 제한되며 주주는 최대 50명
으로 제한된다. 공개기업은 주주가 최소 7명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회사등록(Registration) 후 별도로 영업허가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를 받아야 한다. 공개기업의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또는 임원을 대신해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명단, 동의서이다.

개인사업자
新회사법에 따르면 직원 30명 및 매출 50,000,000차트(이전 회계연도) 미만인 경우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제1(c)조 (xxxviii)). 동 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 유형에 비해 신고의무 등의 부담이 적다. 이는 미얀마 정부의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에 따른 제도이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NK Legal Myanma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95-1) 657902, 657903
Room 007, No. (37), Gaba Aye Pagoda Road, Inya Lake Hotel, Yangon.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Legal-Service/NK-Legal-Myanmar100175928299996/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ㅇ Rajah &Tann Co.,Ltd

nyeinkyaw9@gmail.com
無
http://www.nklegalmyanmar.com/?fbclid=IwAR1MgYIinLDkUf9zYyOyquXPLisbq7svNhecLKzVtE
Hw-MMtdN5CKJk3yr8
웹사이트는 현재 준비중이며, 7월 내에 완료 계획임.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95-1) 9345343, 9345346
Myanmar Centre Tower 1, Floor 7, Unit 8, 192 Kaba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https://mm.rajahtannasia.com/
min.thein@rajahtann.com
無
싱가포르, 인도인 변호사 근무

ㅇ Comrade Business &Company Consultancy Group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95-1) 293 583,201 469
Bldg No.91, Room No7, 3 Floor, 49th Street, 1Quarter, Pazundaung Township, Yangon
http://www.comradebiz.com/
khinayethan72@gmail.com
無

ㅇ 지평(미얀마 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95-1) 510 366
No. 140/A, Than Lwin Road, Kamaryut Township Yangon
http://www.jipyong.com/kor/

이메일

kcoh@jipyo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오규창(대표, 변호사)

ㅇ 율촌(미얀마 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ㅇ 우리회계법인 미얀마

(95-1) 537 088
Unit 6-7, Level-4, Uniteam Training Office Building, No 84, Pan Hlaing Street,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https://www.yulchon.com/KOR/firm/office4.asp
yangon@yulchon.com
장보성(변호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95-9)793835667
No.A 1503, Diamond condo Kamayut Township, Yangon
http://wooriaccounting.com/
jerrykim.jh@wooriacc.com
김정희(법인장)

ㅇ 법무법인 LIWU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95-5)974282787
No.87, 2nd Floor, U Kun Zaw Condo, U Kun Zaw Street, Kan Lane, 10th Ward,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http://legalkairos.com/
lys@leeandyoo.com
이용상(대표), 이준엽(대표 회계사), 유정훈(대표 변호사)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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