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ㅇ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 또는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또는 협상) 이외에 회사설립 신
고만으로도 되는 분야일 경우에는 등기소(DRC)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통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ㅇ 스리랑카 투자청 관리대상 희망기업은 투자청과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조세 감면 및 투자청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
다. 주로 수출품 생산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한다.

ㅇ 취급분야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처와 직접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상코자 할 경우이다. 주로 단일공사 프
로젝트 추진 또는 PPP형 BOT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처의 경쟁입찰 수주나 수의계약을 통해 투자가 진행된다.

ㅇ 스리랑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중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 분야가 아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로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 등기소를 방문해 회사 설립 신고절차만 거치면 된다.

ㅇ 법인 설립절차
- Registar of Companies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 회사의 정관 (memorandum) 또는 인가서에 대한 공인된 사본과 함께 From 44, Form 45, Form 46 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운로드 링크: http://www.drc.gov.lk/?page_id=1998)

ㅇ BOI(스리랑카 투자진흥청) 소속 투자기업의 경우, Section 16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소 투자 금액은 250,000달러이고, 스리랑카에
서 수출을 할 경우의 최소 투자 금액은 5백만 달러이다. Section 17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소 투자 금액은 3백만 달러이고, Inland
Revenue Act No 24 of 2017 조항에 따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s)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사
1) 지사(Overseas Company)

ㅇ 외국인 투자가의 스리랑카 내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설립 시 이를 통
칭해 Overseas Company(Corporate Act 2007에 근거)로 칭한다.

ㅇ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소(DRC)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2) 지점(Branch Office)

ㅇ 모기업 현지 사무소로서 지점 설립의 목적은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모기업의 전략에 따른 판매활동 전개 등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지사와 현지법인 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책임 소재에 관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되
지만, 지점의 경우는 모기업에까지 그 책임소재가 있다.

ㅇ 지점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Industrial Activity)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5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는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다.

ㅇ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의 영업분야가 소매업(Retail Trade)일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투자 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유는
자본금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상기 지점(Branch)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Industrial Activity)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형태로, 최소자본
금 납입의무가 없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낙찰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업
무는 가능하다. 프로젝트 종료 시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ㅇ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이 불요하다.
ㅇ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ㅇ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이다.
ㅇ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며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ㅇ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한다.

유한책임회사
ㅇ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이 불필요하다.
ㅇ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ㅇ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 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추진하면 된다.
ㅇ 1인 유한회사는 없다.
ㅇ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
다.
ㅇ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한다.

개인사업자
회사 형태가 아닌 Proprietorship 형태를 취하는 영업 행위로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D. L. &F. DE SARAM
전화번호

+94 11 2 695782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o.47, C.W.W. Kannangara Mw. (Alexandra Place), Colombo 7, Sri Lanka
http://www.desaram.com
desaram@desaram.com
없음

ㅇ Julius &Creas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94 11 470 8300
No. 41,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Sri Lanka
http://www.juliusandcreasy.com
juliusc@lankacom.net
없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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