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필요서류만 갖추어지면 일주일 이내로 법인 설립절
차를 완료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진출 형태이다.

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인 고용의 의무를 진다.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필요서류 준비
- 태국법인 발기인, 임원, 회사감사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 주주가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 (영어 번역 공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법인 출자가 20% 이상의 주주가 되는
경우만 필요
- 태국 법인의 등록 주소지의 지도, 건물의 등본, 주인의 연락처 및 ID 복사본
- 은행 증명서(태국어): 태국 측 출자자 만 해당 또는 설립 시 외국인 주주가 40% 이상인 경우 또는 설립 시의 이사가 외국인일 경우만
해당
- 대표이사 예정자의 여권 사본(입국 일이 기재되어 있는 쪽도 포함)
2) 각종 신청서류 작성: 기본정관, 설립 등기신청서, 창립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작성
3) 상호의 예약, 등록, 승인: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회사 직인의 작성: 회사명 기재
4)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작성: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본 정관의 등록: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속 정관의 등록: 주주총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권한 등 규정을 기재(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총희 의결 후 14일 이내)
6) 주식의 인수
7) 창립 주주총회 개최: 주식 인수인의 명단 (상명, 주소, 인수 주식수) 제출
8) 회사 설립등기: 사업개발국(DBD) 회사 등기신청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
9) 세무등록: Tax ID 발급 및 VAT 등록
10)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불입: 등기 완료 전 계좌개설을 은행이 승인하는 경우 등기 전에도 불입 가능
11)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에서 지사의 형태로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으로, 지사의 위법행위 발생 시 외국 법인(본사)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최소 1인 이
상의 본사 직원을 태국 지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세금과 관련하여 지사는 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태국법인세율인 20%의 법
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 따라서 태국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ID카드 신청과 부가가치세( VAT) 등록이 필요하며 조세국
(Revenue Department)에 매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 제8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제한업종(List 1, List 2, List 3)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 운영을 위해
서 외국인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이 필요하며, 외국인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사무소 설립보다 훨씬 까다

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사설립시 최소자본금은 3년간 예상 사업운영비 연평균 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최소 3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초기 3개월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1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2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3년 이내 나
머지 25% 반입이 필요).

지사 운영을 위해 본사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입급이란 일상 거래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
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태국 지사 운영자 중 최소 1인 이상은 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호텔은 주소지로 사용 불가).

지사 등록 승인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약도, 태국 내 사업계획 상세설명서
, 지사장 여권 사본, 지사 조직도, 해외 본사의 사업설명 브로슈어, 해외 본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타 요구서류를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
발국(DBD)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2,000밧, 처리에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지사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비용으로 최소
20,000밧~최대 250,000밧(최소자본금 1,000밧당 5밧 계산)을 지불해야 한다.

2017년 6월 9일 상무부 장관령 발표를 통해 외국기업의 지사가 '태국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 서비스 사업계약' 수행 시 외국인사업허가
가 면제되었다. 외국인 사업허가 면제대상 지사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200만 밧으로 완화되었으나,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밧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는 지사 및 법인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
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본사를 위해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
- 본사가 구매할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본사의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 태국 사업동향에 대해 본사에 보고

태국에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과거 지사 설립시와 동일한 3백만 밧이었으나, 2백만 밧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최초 3개월 이내 25%, 1년 이내 25%, 2년 이내 25%, 3년 이내에 나머지 25%의 운영자금 반입, 즉 3년 내 2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태국 내에서 사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 본사로 구매된 제품 선적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 태국 고객과 본사 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 관련 정보 제공

과거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의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
(FBC)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9일 태국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장관령
발표로 대표사무소 설립은 외국인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 후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법인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1주일이면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신고의 의무를 지므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 ID 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외국
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태국 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구분된다.

공개 주식회사는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공개주식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주식 또는 회사채의 공모가 가능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공개주식회사는 최소 15명의 주주 및 발기인이 필요하
고,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20세이다. 이사회는 최소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하
므로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또한 최소 주식의 50%는 일반인에게 매도 가능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하며, 최소 사외이사 숫자는 3인 이상이다.

이와 달리 비공개주식회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고 이사 전원이 외국인이어도 무방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주의 책임은 주식자본에 한정된다. 유한회사는 외국
인투자자가 태국에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되며,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12세이고 각각의 발기인은 1주 이상
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며, 이사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상법상 비공개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고용허가증(Work Permit) 발급을 위해 외국인 1명당 자본금 2백만 밧 이상, 태국인 4명 고용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는 한명의 자연인이 소유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차지하고 손실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사업형태
이다. 개인회사는 사업등기법(Business Registration Act)에 의해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한경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6-(0)2-116-8450
988 Soi Sukhumvit 55, Khwaeng Khlong Tan Nuea, Khet Watthana, Krung Thep Maha Nakhon
10110 Thailand
swkim@hankyung.co.th
있음
김성원 회계사

ㅇ 우리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6-(0)2-258-1643
75/29 Richmond Building 12th Floor, Soi Sukhumvit 26, Sukhumvit Road, Khlong Tan, Khlong
Toey, Bangkok 10110 Thailand
http://wooriaccounting.com/
kwpark@wooriacc.com
있음
고동호 회계사(대표): dhkoh99@wooriacc.com
박경원 회계사(이사): kwpark@wooriacc.com

ㅇ Mazar Thailand
전화번호
주소

+66-(0)2-670-1100
Empire Tower, Tower 2, 12th Floor, S Sathorn Rd, Yannawa, Sathon, Bangkok 10120

홈페이지

https://www.mazars.co.th

이메일

susan.park@mazars.co.t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있음
한국 DESK 박정민 회계사 내선번호: 172

ㅇ Tilleke&Gibbin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66-(0)-2-653-5555
Suphalai Grand Tower, 1011 Rama III, Chong Nonsi, Yan Nawa, Bangkok 10120
https://www.tilleke.com/
bangkok@tillek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없음
태국 대표 법무법인이나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변호사 없음

ㅇ 어니스트앤영(EY)
전화번호
주소

+66-(0)-2-264-9090
Lake Rajada Office Complex 193/136-137 Ratchadaphisek Rd, Khlong Tan Nuea, Khlong Toei,
Bangkok 10110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th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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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있음
안정우 회계사(내선 21168)

ㅇ 베이커앤맥킨지(Beker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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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6-(0)-2-636-2000
990 Rama IV Rd, Silom, Bang Rak, Bangkok 10500
https://www.bakermckenzie.com
jaywon.yi@bakermakenzie.com
있음
이재원 회계사(내선번호 4556)
<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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