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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nged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basic understanding of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in Lao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Laos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2004,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was legislated. In 2009,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omestic Investment Promotion Ac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were enacted. 
In Laos, the country's land is owned by the nation's community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land, land can be conceded or leased. The ways to invest are joint ventures (where 
at least 10%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has to be made), foreign sole investment (where the investor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100,000 or more), joint venture agreement and etc. Lastly, the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ite selection, business investments feasibility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forestry permi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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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

는 산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주요 목재 수입국가이다(KFS, 

2010). 이는 일제의 산림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부

분의 산림자원이 고갈되었고, 그로 인한 산림의 복구가 수

십 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림목의 영급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KFS, 2011).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

으로 인해 목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목재의 초과 수요가 

발생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목재의 초과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KFS, 2011).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자원 기본계획을 세우

고 해외조림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지의 투자환

경 및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Yeom 

등, 2011).

한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 주요 

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베트남, 태국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낙후되고 저개

발 되어 있으나, 높은 성장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어 우리나

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말레이시

아, 태국 등 주변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

다(MG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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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Law on the Promotion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and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구분
외국인투자촉진관리법

(199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년)

투자형태
1) 1인 또는 2인 이상 라오스 투자자와 합작사업

2) 100% 외자기업

1) 1인 또는 2인 이상 라오스 투자자와 합작사업

2) 100% 외자기업

3) 경영협력계약

간접비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설비, 생산 수단, 예비부품, 기타 자재의 

수입은 일률적으로 수입가격의 1%의 관세 부과

프로젝트 관련 설비, 생산수단, 예비부품, 
기타 자재의 경우 면세

직접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일률적으로 

수입 가격의 1%의 관세 부과

1)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면세 적용. 
2) 투자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수입

가격의 1%의 관세가 부과. 
3)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합의가 있

는 경우, 이들 수송수단은 일시적으로 수입품으로 간주됨. 
4) 수송수단의 수는 투자자본의 규모, 지역, 활동에 따라 결정

법인세 법인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20%의 관세 부과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부여

고용규정 외국인 숙련공 및 외국인 기술자 고용가능
외국인 노동자 고용가능

(단, 전체 고용인원의 10% 이내)

특히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내륙국가로서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산업화

의 초기 단계에 있으나, 주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생태학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산림자원을 보

유한 국가이다(KGPA, 2010). 또한, 라오스 정부에서는 외

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및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

정하여 라오스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

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과 변경된 허가절차를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해외조림사

업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라오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과 제도적 절차를 조사하였으며, 

라오스 현지 실무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여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림사업 허가절차에 

대해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개요

라오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헌

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E.R.K., 2011). 또한 2004년 11

월에는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

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7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이에 

따른 시행령이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통합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투자형태, 투자

자의 보호, 투자자의 권익보장, 투자절차, 투자인센티브, 

관세 및 법인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절차를 내국인투자자와 동

일하게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일창구서비

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절차와 방법을 



Joon-Woo Lee / A study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Laos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9(1), 2012. 3 19

Table 2. Contents of licensing process for foreign investment law.

법률 내용(인허가 관련)

외국인

투자촉진법

① 기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허가증

② 상공부의 기업등록증

③ 재무부의 세무등록증

④ 라오스 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⑤ 공안부의 법인인감

통합투자

촉진법

① 일반투자

   - 기업등록증(내국인과 동일)
② 양여계약

   - 양여권증명서

③ 원조사업분야

   - 기획투자부의 승인

Table 3. Tax incentive at investment promotion zone.

제1구역
인프라가 미정비된 원격지

(7년간 면세, 이후 10%의 세율)

제2구역

인프라가 일부 정비된 지역

(5년간 면세, 3년간 7.5% 이후 15%의

세율)

제3구역

지방도시, 시군구, 특별구

(2년간 면세 2년간 10%, 이후 20%의 

세율)

Table 4. Land registration procedure in Laos.

1단계
- 토지등기를 위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토지관

리부에 신청서를 제출

2단계

- 토지관리부의 검토

- 토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

- 토지의 측정 및 필지도를 작성

- 중앙토지관리부에 토지등기를 위해 송부

3단계
- 토지사용권 보유자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보증

서를 취득

4단계 - 토지사용권 거래사항을 관할 마을이장에게 통지

5단계

- 토지등기부 기록을 변경

- 비용 지불(신청비, 인지세, 양도세 및 등록비)
- 토지등기부 기록(일련번호를 사용하여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 등과 지

번, 지도, 종류, 위치, 면적 및 경계선,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및 일련번호 등)

6단계

- 토지등기권리증 발급 

- 관할 토지관리부에 신문 등을 이용하여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통지

완화하였다. 따라서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하게 기업등록증

만 발급받으면 되고, 별도의 외국인투자허가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일반 사업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기간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다만 일반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총 자본금이 

최소 100,000,000 KIP(한화 약 1천4백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여건

에 따라 투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법인세 혜

택을 차등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구역에 대한 투자는 7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그 이후부터는 10%씩 세금이 부가된다. 제2구역에 대한 투

자는 5년간 세금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부터 15%씩 세

금이 부가된다. 제3구역에 대한 투자는 2년간 세금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부터 20%씩 세금이 부가된다.

3. 라오스의 조림지 토지확보방안 

(1) 토지소유권

라오스 헌법상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

유하고 정부가 관리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 또

는 법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장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분배, 이전, 임대, 등기는 국가토지관리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2) 토지 등기절차

토지사용권을 인증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토지 등기를 하

게 되면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가 증명되고, 토지 등기인의 

성명, 토지의 종류, 위치, 면적 등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

(3) 토지 양여 및 임대에 관련한 외국인의 권한

토지를 양여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고, 정부의 재량 하에 개별적으로 기

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특정/특별 경제 구역에 위치한 토

지는 75년까지 가능하며 개별적 검토 후 국회의 승인을 받

아 연장이 가능하다.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전대 받을 경우에는 토지

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10,000 ha가 넘는 면적

의 토지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대기간은 최대 30년

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토지관리부의 허가를 받

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라오스의 투자형태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라오스 내의 모든 투자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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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Laos.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라오스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1) 합작투자

라오스 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으로서 라오스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라오스의 내

국인 투자자 또는 공공기관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자가 최소 10%의 총 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다. 또한 합작사업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라오스에서 사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합작사업계약을 통한 투자방법은 면세 

및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허권이 필요한 사업활동

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외국인단독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

한다. 외국인 소유의 기업 또는 법인은 최소 US$100,000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100,000,000 KIP 이상

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이

루어진다.

(3) 합작사업계약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라오스 현

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합작계약서는 법

무부 공증부서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라오스의 조림사업 허가절차

(1) 대상지 선정

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사업)을 위한 대단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은 농림부(MAF) 또는 토지관리청 등과 

같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대상지를 선정

할 때 토지 피복도를 근거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투자 잠재

력을 보유하여 주요 투자지가 될 무립목지는 주로 라오스 

중부 및 북부지방에 있다.

(2) 사업투자 타당성조사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후 투자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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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사회영향 평가

토지 임차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의 토지관리청을 통

해 토지임차에 대한 신청에 앞서 기획투자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투자허가서와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당국의 인증서

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농림부, 토지관

리청 등의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4) 조림허가 신청

라오스의 조림허가 신청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사회

영향평가, 투자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허가를 신

청한다. 신청기간은 계획 및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이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법인의 정관, 사회환경영향평가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투자자의 신분증, 여권, 합작투자계약

서, 해당지역 도면 등이다. 

IV. 결 론

라오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저개발 되어 있으

나,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

추고 있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

하여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및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
(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기획투자부

의 외국인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여건에 따라 

투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법인세 혜택을 차

등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

부가 관리하고 있어 장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경

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토지등기절차에 따라 토지를 임대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으며, 임대 및 양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이

나 특별/특정 경제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75년까지 가능하다.

라오스의 투자방법에는 합작투자, 외국인단독투자, 합

작사업계약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합작투자방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총 자본금의 최소 10%를 투자해야 하며, 등록자

본금(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다. 또한 외국인단독투자방법은 외국인 

소유의 기업 또는 법인에서 최소 US$100,000이상의 자본

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100,000,000 KIP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 

라오스의 조림사업 허가 절차는 대상지 선정, 사업투자 

타당성조사, 환경사회영향평가, 조림허가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자절차상의 주의사항에는 투자 전 투자위원

회, 농림부, 토지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 1만

ha 이상일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대상지가 국가보호

구역 20개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림지 양허합의와 담당자 면담을 한 후 허가를 신

청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

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조림 적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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