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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본 안내서의 필요성

한국의 의료기관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더욱 문제가 됩니다. 한국 의사의 개인
적인 의료기술은 세계에서도 인정될 정도이지만 대부분 병원이 자신들의 가치를 해외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금투자를 전혀 동반하지 않은 투자를 시도한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과 의료기술 전수 등을
시도하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신의 자본으로 국외의 병원
에 투자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무 제공이나 경영지원만으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
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업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가 한국의 우수한 인
력의 의료기술과 병원의 경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기꺼이 지불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의 의료진과 기
술 인력을 축출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료 해외 진출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병원이 이와 같은 문제로 눈물을 머금고 빈손으로 철수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많은 병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이고 안
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명료합니다. 명확하게 자산으로 평
가받을 수 있는 현물자산 또는 현금을 현지의 법인에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야 사업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현지 병원의 성장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안내서는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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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국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비단 병원의 해외 진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각종 분야의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전 분야에 공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병원에 특수한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서는 한국병원이 해외병원의 지분을 얻기 위해 자본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에
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본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투자 자금을
적시에 진출국가로 송금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진출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과 이 과정에서 내야 하
는 세금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진출 국가에서 실현한 수익 즉, 과실을 국내로 회
수하지 못하거나 신고의무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
게 된다면 의료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안내서들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
지만 안내서 발간 시기가 오래된 경우 최신의 각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2018년 현재의 기준으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여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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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개황
1. 개요 및 경제현황

국가명

카자흐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성립일

1991. 12. 16.

위치

중앙아시아 중부

면적

2,720,000㎢

수도

알마티(1997년 아스타나에서 이전)

인구

1767만 명(2016년 기준)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화폐단위
인구분포

1,950억USD(2015년 기준)
11,028USD(2015년 기준)
텡게 (1USD당 337.71텡게)(2016년 7월 기준)
카자흐인(65.5%), 러시아인(21.5%), 우즈벡인(3.0%),
우크라이나인(1.8%) 위구르인(1.4%), 따따르인(1.2%), 독일인(1.1%) 등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국교는 없음)

언어

카자흐스탄어(러시아어는 공용언어)

정부체계

대통령 중심제(5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행정구역

14개의 주, 3개의 특별시
[표-카자흐스탄 국가 개황]1)

카자흐스탄은 광대한 영토(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국가)와 1,836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였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1990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가정보-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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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7%의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
하여 2020년까지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개발 중심형 지도력을 보
이고 국민으로부터 계몽 군주로 평가받고 있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안정적으로 국정
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성장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배경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비록 2008년 경제위
기 시기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러한 여세를 몰아 2013년에는 GDP 성장률 5.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성
장률은 산업용 금속, 우라늄, 곡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러시아
를 제외한 CIS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자 보호 및 지위에 관한 법제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외국인투자에 가장 개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26년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유치된 해외
직접 투자금액은 대략 3,000억 USD에 달하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유치된 투자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
아, 일본, 벨기에, 캐나다 등 많은 수의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카자흐스탄은 공화국 「헌법」, 「투자법」 및 기타 법령들과 각종 국제협약에 따라 투자자들
의 권리 및 이익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2) 정부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법(Law on
2) -투자법(Law on Investments, 2003. 1. 8 제정, 2005. 5. 5 개정)
-세법(Tax Code, 2001. 6. 12)
-투자법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certain matters pertaining to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s, 2003. 5. 8)
-유한․추가책임합작회사법(Law on Limited and Additional Liability Partnerships, 1998.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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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s)」과

「직접투자지원법(Law

on

State

Support

for

Direct

Investments)」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신투자법(Нов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이하
「투자법」이라 합니다)을 공포하였고 2005년 해당 「투자법」을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개념을 법인 설립 자금, 기업 경영활동에 쓰이는 고정자산, 임
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그리고 개인용으로 쓰이는 물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출
자자금으로 규정하고 ‘투자자’의 의미를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투자법」 제1조
제6항3)). 투자자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예산상의 납부의무가 있
는 대금을 낸 이후에는 자유재량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투자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실 송금의 자유가 보
장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외국인 구분폐지

주요 내용
Ÿ

구 「외국인투자법」 폐지

Ÿ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비고

1조 6항

개인, 법인으로 규정
Ÿ

구법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 적용”
조항 삭제

「투자법」 지위 약화

Ÿ

투자 수행상 카자흐스탄의 타 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
에 대한 같은 법의 적용 배제

Ÿ

2조 3항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 법류를 직접 적용

국유화 및 수용
관련 투자보장 약화
환경 안전성
보장조항 변경

Ÿ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Ÿ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일 때 인정

Ÿ

구법에서는 법률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 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 규정

4조 3항

-주식회사법(Law on Joint Stock Companies, 2003. 5. 13)
3) LAW No. 373 OF 8TH JANUARY 2003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NCERNING
INVESTMENTS
Article 1. The Fundamental Definitions Used in This Law
6) investor physical persons and legal entities which make investment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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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변경 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절차 및 조건 관련

투자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풍속 관련 등 법규

법규 제정 시 보장 예외를 명시
Ÿ

구법상의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에 관한 투자자
의 권리 보장조항을 삭제

우선투자분야 지정
및 우대부여

투자 분쟁 중재

Ÿ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부 우선 투자 분야 지정

Ÿ

우선 투자 분야에만 관세, 조세 등 혜택을 부여

Ÿ

조세, 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Ÿ

투자 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 국제 중재 기관 제소 가
능 조항은 존속

Ÿ

투자 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외환 관련

Ÿ

구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외환의 지체 없는 국내외
이전 보장조항 삭제

[표-개정 카자흐스탄 「투자법」 내용4)]

다만 「투자법」은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를 규정하
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에 앞서 미리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상세를
규정한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덧붙여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대
한 유인책으로 관세나 조세의 면제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투자 사업이 약정한
시기를 채우지 못하고 철수하게 경우, 투자자는 기존 혜택에 의하여 감면된 부분의 세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환경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카자흐스탄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경제자유구역 지정
2003년 1월 1일부터 알마티의 경제특구(악타우, 아스타나, 온투스틱, 부라바이, 정보기술파
크, 석유화학파크 등) 내의 기업들에는 법인 소득세, 토지세 등을 면제하고 관세를 면제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경제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카자흐스탄 주요 투자법 내용, 2013. 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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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역에 관한 법(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09 – 2010년 고유가 시기에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환율문제,
저유가 문제, 금융위기 문제 등을 겪으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외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받아서 산업을 다각화하고 침체기를 타개해보고자 하는 노력 중입니다. 지금
까지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자율화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지면서 카자흐스탄
이 우즈베키스탄에 뒤처지지 않게 개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대통령 주재하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uncil, FIC)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투자청이 투자정보 사이트인 ‘Kaznex Invest’를
운영하며 외국인투자, 수출 활동 및 카자흐스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분야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PPP센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PPP센터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하여 정부와 협력 사업을 시행할 한국 기업과 병
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진입장벽
시장의 정보 유통 구조가 폐쇄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
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급정보의 경우 음성적인 루트와 고위 인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관
행이 아직 존재하며, 이는 곧 카자흐스탄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취약하다는 의
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주택 임차비용과 인건비가 전체적인 물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변동되는 등 불안정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기업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최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원인 또한 오일, 가스, 광
물자원 부분 외국투자기업의 유입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임한 나르자바예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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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안정을 꾀하고 있고, 특히 텡게화의 갑작스러운 추가 평가
절하는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한동안 문제 되었던 환율문제를 일단락시켰습니다.5)

2) 한국과의 협정 체결 현황

1991년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한국 정부는 1991년 12월 카자흐스탄을 독립된
국가로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현
재까지 각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는 에너지 자원 협력이 다수 체결되고 있습니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이 체결
되었으며, 2002년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참여하기도 했
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 원유 컨소시엄과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공사 간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무역협정
-1996 투자보장협정
-1999 이중과세방지협정
-2013 세관상호지원협정
-2014 한국-카자흐스탄 정부 간의 일반여권 사증 면제 협정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은 1999. 4. 9. 발
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3. 보건의료제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력이 우수한 국가이지만, 수도 아스타나를 제외한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하고 카자흐스탄의 보건지표는 한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일례로 출생 시 기대수명의 경우 한국은 82.3세이지만 카자흐스탄은 72세이며,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수명의 경우 한국 73.2세이지만 카자흐스탄은 61세에 불과합니다).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국가정보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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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병원은 정부 소유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종합 외래진
료소의 경우 전체 3,332개 중 72%가 정부 소유이고, 병원의 경우는 전체 998개 중 87%가
정부 소유입니다.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가 고소득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시설 자체가 상
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의 질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6)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세계 선진국 30위 진
입을 목표로 하는 ‘카자흐스탄의 길 2050 -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 공동의 미래’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7대 우선 과제로 ▲혁신산업화 트렌드 강화, ▲농업혁신, ▲지식경제 기
반 조성, ▲효율적인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발전, ▲국민 잠재력 개발
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2050정책
중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표준 도입, 의료시설 설비 개선 및 단일화 추진,
예방의학, 전자의학 도입 확대, 병원의 민영화 추진, 의대·의료기관의 국제인증 법제화 추진,
의료교육시스템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7)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통계집」, 2016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WS파트너스). 「한국의료 CIS 진출가이드(카자흐스탄)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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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해외 진출 관련 제도
1. 의료기관 개설 가능 형태 및 해외의료인 면허 제도

카자흐스탄은 우리와 달리 의료법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회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영리병원의 형태가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료기관은 크게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뉘며,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개인 소유권에 근거한 의료
기관, 개인의료행위 및 제약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가 카자흐스탄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면
허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 발급 신청 시 카자흐스탄 언어과정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앙 및 지방에 따른 면허발급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심사
및 시험을 거쳐 발급되는 해외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는 그 진료 범위, 유효기관 등에 있어
카자흐스탄 의료인의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8)

2. 외국인 단독투자 가능 여부

외국인은 ① 100% 외국인 소유의 법인, ② 현지 법인과의 합작법인, ③ 지점, 대표사무소
등 제한적 기능을 가진 조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외국인
의 참여 비율이 49%로 제한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분야는 외국인, 외국 법인, 무적자의 참여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중매체(TV, 라디오) 등은 외국인 참여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
захстан)」 제22-1 제4항 제4호, 제22조 제5항 제4호). 다만 외국인의 출자비율 제한에 관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령은 없어 각 산업 분야별로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하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진출 보건의료인력 국가별 진출 가이드북-카자흐스탄」,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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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안내서를 작성하는 2018. 11. 현재까지는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 출자비율의 제한
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9)

Ⅲ. 금융 및 외환 관리제도
1. 금융기관

카자흐스탄의 주요 은행으로는 HALYK, KKB, BTA, ATF, BCC, Kaspi Bank가 있습니다.
① Halyk Bank는 Kaspi Bank와 더불어 유일하게 OTP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며,
2017년 카자흐스탄 금융기관인 Kazkommertsbank를 인수하여 광범위한 고객대응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10). ② BCC는 국민은행이 41% 대주주로 있었으며 국민은행 직원
이 20명 정도 파견되어 있고, 코리안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지
분을 모두 매각하고 투자를 철수했습니다. ③ 현지인들은 Kaspi Bank도 많이 이용하고 있
습니다. 이 은행은 밍기스타우 광구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은행
으로, 인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을 정도로 예금주들에게 관대하고 1회 송금 한도도 높은
편입니다. ④ 그 외에는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은행 거래 시 문제점은 인출 수수료가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카자흐스탄 현지
은행과 거래하면서 고율의 인출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은행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의 은행 인출 수수료는 2.5%이며, 업종에 따라서는 개별심사결
과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9) 2018. 11.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티 무역관 인터뷰 결과
10) 할릭 은행의 카즈모코메르츠 은행 인수
자산규모 면에서 카자흐스탄 제2위 은행인 할릭은행(Halyk Bank)이 제1위 은행이자 최대 주주인 카 즈코메
르츠은행(Kazkommertsbank)을 인수하였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딸 디나라(Dinara)와
남편 쿨리바예프(T. Kulibayev)가 약 14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할릭은행의 지배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
니다. 157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카즈코메르츠은행은 현지 사업가인 라키셰프(K. Rakishev)가 지배권을 행
사하고 있는데, 그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타스마감베토프(I. Tasmagambetov) 부총리의 사
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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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내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

Ÿ

카자흐스탄 신한은행
주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050010 Dostyk ave. 38
홈페이지: http://www.shinhan.kz/kr

카자흐스탄 내 가장 상업화된 도시인 알마티에는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모두 취급하고, 현지 은행보다 안정적이며, 1일 인출
한도가 없고, 국내 기관으로서 송금 기록을 관리하기가 쉽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국내 진출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거
래 수수료는 현지 은행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Ÿ

현지 은행 : 할릭(Halyk)은행과 카스피(Kaspi) 은행
현지 은행 중에는 할릭 은행(Halyk Bank)과 카스피 은행(Kaspi Bank)을 고려할 수 있

습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각 현지 은행 중 1위, 2위를 점하고 있는 두 은행은 2018.
11.을 기준으로 현지 은행 중 유일하게 OTP 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카스피 은행
은 밍기스타우 광구 개발을 통해 형성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자금력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출 수수료가 없으며, 1회 송금 한도도 높은 편입니다.
할릭 은행은 2017년 현지 경쟁 은행인 카즈모메르츠 은행(Kazkommerts bank)을 인수
하여 더욱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카자흐스탄 고위 정치인의 가족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할릭 은행의 경우 나자르바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딸 디나라와 그의
남편, 카스피 은행의 경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타스마감베토프 부총리의
사위), 정치권이 교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카자흐스탄 신한은행 법인장 및 (주) MPK 이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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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
국인 투자자기 때문에 국내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 비하여 몇 가지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
을 수는 있으나, 심사제도나 제한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카자흐스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자 번호, 신분증, 회사창
립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인
수를 위한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때도 있습니다.

2. 외환거래 환경 및 환율제도

1) 환전 및 송금 현황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 가액이 300,000USD를 초과하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11)
Ÿ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등록’

Ÿ

지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통지’

1991년 「통화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제정 시 모든 기업은 국내은행의 계좌에
외화 소득을 전액 예치하고, 외화의 매각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외환거래, 외국인 투자자
의 배당금 해외 송금 시에만 허용해 왔습니다. 이후 매년 의무 예치비율을 50%, 40%,
30%로 축소하다가 1995년 8월에는 의무예치비율을 완전히 폐지하여 기업이 외화계좌 및
외화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화거래 보고의무도 면제하였습니다12).

외화자산 처분 및 송금이 자유화되고 금액의 제한도 사라졌으나 여전히 대외 지급 시에는
자금 출처의 확인을 위하여 상업은행의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
환관리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법무법인 율촌,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카자흐스탄 법령 해설」, 2011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 2개국 진출가이드, 카자흐스탄 편」, 153면

12

2) 환율제도

2015년 8월 중앙은행이 완전변동 환율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현지
화 가치가 대폭 하락함(미 달러 대비 256.98 텡게, 전날 188.35텡게와 비교하여 23% 하락)
에 따라 중앙은행은 환율에 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텡게화의 가치가 급락하여, 2018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미 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은
368.31텡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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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료해외 진출유형 및 과실의 종류
1. 의료해외 진출유형

1) 개요

의료해외 진출유형은 크게 자본투자가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국부유출 및 자본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
서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통제·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본투자를 수반한 의료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투자대상국
에 적법하게 송금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게 송금된 투자금에 의해 발생한 과실은 적법한
방법으로 국내로 송금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투자를 수반한 진출유형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투자금 송금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요
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송금을 위한 사전
신고와 과실 송금 및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후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 라이선스 계약, 의료기관 위탁경영, 의료인 파견 등과 같이 자본투자가 수반되지 않
는 형태의 의료해외 진출유형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들이 더 많이 취하고 있는
진출유형이기도 합니다.

본 장에서는 자본투자 여부,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해외 진출유형을 구
분하고, 각 진출유형에 따른 과실의 종류는 무엇인지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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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투자가 있는 진출유형 -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자본투자를 수반한 의료해외 진출유형은 해외직접투자 방식과 해외간접투자 방식으로 나
뉠 수 있습니다.

l 해외직접투자: 해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현지에 법인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 현지의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
하는 형태, 이때 현지 정부 기관이나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는 형태 등
이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의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형
태와 합작 투자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투자방식에 따라 법인(또는 지점) 신설형태와 기
존 법인 인수·합병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형태
단독투자

소유권 정도
합작 투자

내용
1개의 기업 또는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형태
2개 이상의 기업,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
증권취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투자
투자방식
대부투자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
투자대상 기업에 자본을 대여하는 형태
현지에 법인 또는 지점을 새롭게 설립하여 진출하는

법인 신설
투자대상
인수합병

형태
투자대상국에 기존에 설립된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투자금을 투자대상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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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신고절차가 요구됩니다.

l 해외간접투자(Foreign Proftfolio Investment):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
식 또는 채권투자행위를 말합니다. 경영권 확보 없이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현지 법
인의 증권만 취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증권취득 또는 대부투자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취득 지분 또는 대여금이 투자대상 기
업의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본투자 외 임원의 파견,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여부 등
의 요소를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2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➀ 외화증권취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 이상이면 및 해외직접투자를 했던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➁ 외화 대부채권취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상기 외화증권취득 방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하여 상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해외영업소 설치 · 확장 · 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 (「외국환거
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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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투자 없는 진출유형

현지 자본투자 없이 해외의료기관 또는 해외기업과 특정 재화나 서비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의료인 개인, 의료법인 및 비영
리법인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현실상, 자본투
자를 수반하지 않은 진출형태가 자본투자를 수반한 진출형태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출대상국의 의료기관 및 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본투자 없는 의료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형태
라이선스 설정

위탁운영

내용
상표권, 의료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금, 즉 로열티를 받는 형태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경영지원, 자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태
국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을 현지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현지에

인력 파견

서 근로하도록 하는 인력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태

인력교육

의료인
현지 취업

현지 기관 소속의 의료인을 상대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
한 대금을 받는 형태

의료인 개인이 현지의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는 형태

이 경우 해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과실
은 로열티, 위탁운영 대금, 임금 등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비록 진출 국가에 설립한 법인이
나 지점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과 과실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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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해외 진출 유형별 과실의 종류

구분

의료해외 진출유형

과실의 종류

투자대상 기업의 지분 취득 (지분투자)

배당금

투자대상 기업에 자금 대여 (대부투자)

이자

자본투자 O
라이선스 계약
자본투자 X

로열티

경영위탁, 컨설팅 및 인력 파견 계약
의료인의 현지 취업

서비스 대금
급여

의료해외 진출의 유형에 따라 과실의 종류 또한 달라집니다.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지
투자기업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고(배당금),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과 이자는 각각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라는 서로 다른 투자유형에 따른 과실로서 구분
되어야 한다는 점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투자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배당을 받
는, 즉 대여금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채무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등의 이자산정 방
식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
(소위 사무장 병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국가나 어느 국가나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을 구분하고 있고 과세 등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
하지 않은 투자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투자 없는 의료해외 진출의 경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지에 따
라 그 과실의 종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경영위탁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대금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경우 정액제(예: 연 ~달러)가 아니라 정률제(예; 초과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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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투자에 의한 진출을 위한 국내절차

1)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외의료사업” 추가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2017. 7. 기준 외국환 거래업무지침
은 비영리법인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해당 사업의 표시가 있고,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거래 은행이 법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
인의 정관에도 없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송금을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해외 진출을 빙자
한 외화반출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민법상 재단 혹
은 사단법인 등)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 해외 진출’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
인의 경우,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는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51조 제1호).

2)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료해외 진출을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의료기관 설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KOHES(의료기관
해외 진출 정보) 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에 가입한 후, [의료해외 진
출 사업]⇒[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온라인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해외 진출
신고 후 진출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해외 진출에 대한 계약체결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위 법 제22조 제1호). 그뿐만 아니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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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규정에 의하여 의료해외 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의료해외 진출법」은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의료기관 설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료해
외 진출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그 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
하고, 또 권고됩니다. 투자계약서나 현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 진출 신고를 미리 완료해두면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
으므로 투자 규모가 클수록 가능한 한 빨리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해외직접투자 신고

국외로 투자자본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 한국
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환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는 각종 납부기일에 맞춰 투자금을 국외로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외환거래 신고를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는 아래 도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거래를 위한 은행을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여신 최대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중 한 곳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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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1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서
② 첨부서류
Ÿ

사업계획서

Ÿ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Ÿ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 증명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 증명 서류

Ÿ

합작 투자계약서 (합작 투자인 경우)

Ÿ

국내 관계기관 사전신고서류 (필요하면)

Ÿ

해외직접투자 관현 공시서류 (필요하면)

Ÿ

투자방법에 따른 가치평가의견서
예) 주식투자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
현물투자 : 현물투자명세표, 현물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Ÿ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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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는 비의료 기관 일반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무역협회에 가입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해외투자신고 시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재정 안정성 등에 관한 무역협
회의 의견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무역협회에 가입해 있지 않으며 무역협회에 의료업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나 외국환은행은 무역협회
대신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확인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
료해외 진출 신고를 해둔 상태라면 보건복지부의 확인 절차와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금 송금 등 기한이 정해져 있
는 외환 송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사전에 의료해외 진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관련 사항을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확인의견 진행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외환 송금도 지체되어 계약상의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위
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해외 진출 신고를 미리 완료해두면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으므로 투
자금의 액수가 클수록 가능한 한 빨리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
로 해외 진 출신과 수리가 1주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는 은행의 말을 믿고 현지 대금지급
기일을 촉박하게 정해두었다가, 연휴 및 내부 전산시스템 점검 등이 겹치면서 신고 수리 기
간이 3주로 늘어나 기일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투자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4)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투자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에게 투자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정외국환은
행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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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투자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후관리 자료 및 보고서 :

Ÿ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부 후 6개월 내

Ÿ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Ÿ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내

Ÿ

(금전 대여의 경우) 외화채권취득보고서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

Ÿ

(청산 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Ÿ

그 외 해외직접투자 사실 및 진행 상황, 투자금 회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변경사항 사전신고
투자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ð 투자지분의 매각, 현지 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정산, 청산 투자방
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후신고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Ÿ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 법인명, 현지 법인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투자자
의 합병 · 분할에 의한 경우 포함)

Ÿ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매우 급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

Ÿ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에 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전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
사후신고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은 송금 가능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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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해외 진출 지원정책 및 제도

1) 정보지원

의료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참고할만한 의료해외 진출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출대상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의료해외 진출 및 진출대상 국가의 정보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해외 진출에 관하여 가장 방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www.khidi.or.kr/kohes라는 의료기관 해외 진
출 지원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별, 분야별로 의료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료해외 진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계, 법률, 해외투자, 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 군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의료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GHKOL컨설팅이라는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출대상국에 관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하여 각 국가 및 지역
의 경제, 사회, 금융, 법령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주제별, 국가별로 해
외투자 진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 철수 후 국내로 복귀하는 절차 또
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에 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갖추는 데에는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의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2017)”을 포함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
습니다.

2) 금융지원

해외투자 금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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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금융지원제도”는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 사업자금을 지원
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
며 「해외지원개발 사업법」, 외화 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외국
환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큰 규모의 투자자금을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기일로서 지원하는 등 해
외투자 금융지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
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 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및 주요
자원개발 지원 자금, 역외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외국환은행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거
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업수행자금, 거주자와 비거주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해
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첨단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
요자금의 70% 이내에서 연 LIBOR+1% 내외의 금리로 10년 이내 상환을 내용으로 합니다.

해외투자 보험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투자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한 위 제도는, 해외투자로 인해 투자자
에게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투자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해외 진출 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 수용
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약정 불이행위험, 상환 불이행위험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 배
당금,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법인
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외국 법인 앞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외국 법인의 2년 초과 차입
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거래를 그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보험제도는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의료인이 이와 같은 제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의료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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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형별 의료해외 진출 절차
□ 해외진출의 유형별 흐름도

해외진출

라이선스 설정: 상표권, 의료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금, 즉 로열티를 받는 형태
위탁운영: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경영지원, 자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태

자본투자?

인력파견: 국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을 현지 병원에 파견. 현
지에서 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형태
현지취업: 의료인이 현지의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
는 형태

지분
100%?

합작투자(Joint Venture):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간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병원 회사를
설립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독투자

의료기관
신설?

인수합병 병원회사의 주식이나
(M&A)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로 현지
병원 회사의 지분100%
보유
신설

현지에 병원을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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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 법인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

1) 설립 대상

외국인 투자자는 카자흐스탄에 현지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장점
연락사무소

지사

문제점
직접

설립이 용이
단독적으로

영업행위를

비고
할

수 없음
영업행위

를 할 수 있음

초기 사업 조사나 준
비단계에 적합

책임 사유 발생 시 지
사뿐 아니라 한국 본
사에 책임 전가 가능

위험도가 낮은 사업에
적합
카자흐스탄은

자본금 출자비율에 따
현지 법인

라서 손실에 대해 유
한책임

상대적으로

설립절차

번거로움

사업에는

소규모

주식회사보

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이

용이(자본금

15만

텡게로 가능)

[표-연락사무소, 지사, 현지 법인의 차이]

(1) 지점/지사(branch)

지점은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일종의 현지사무소로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하여 편의
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지사의 경우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부에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RO)

대표사무소는 단순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현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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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형태의 현지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법(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은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회사, 추가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14)

주식회사

구분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사원/주주 수의 제한

없음

유한책임회사
(Товарищество
с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50인 이하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움
지분/주식 거래 가능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움

않음
외국인참여제란

최소자본금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의 지분참여
비율은 49%까지 가능함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음

50,000 MCI15)

100 MCI

30일 이내에 자본금 내야 함

1년 이내에 자본금 내야 함

[표-카자흐스탄법상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

➀ 주식회사(АО,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주식회사란 자본금이 일정 수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사원인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
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그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회
사를 의미합니다. 주주에는 개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
국인은 49%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증권법(О секьюритизации)」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보통
주뿐 아니라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되는 우선주도 발행할 수 있는데, 우선주의 비율은 전체
14) 이 외에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으나 이는 일부 또는 전부의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를 선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5) Monthly Calcu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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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법인의 자본금은 MCI(월간계산지수, Monthly Calculation Index)를 기준으
로 이 MCI의 몇 배인지로 결정됩니다. 매년 카자흐스탄의 국책은행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
여 MCI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으로 MCI는 2,405텡게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최소 50,000 MCI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사의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현물도 가능하고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재산권도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의 평
가를 받는다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주의
우선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 간 우선매수권 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
여 동의권을 가지도록 합의해도 그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16)

➁ 유한책임회사(ТОО, Товарищество с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유한책임회사란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이 책임을 한정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원으로 구성되며, 사
원의 자격에는 개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국인 참여 비중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분 100%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외국인이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영
주권 또는 C5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외국인 개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외국 법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유
한회사에 관한 법률(О товари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тветс
твенностью)」에 의하면 외국인을 해당 유한회사의 ‘법인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개인이 유한회사의 명의로 취업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매출 규모 및 직원 수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설립자본
금은 최소 100 MCI (2018년 1월 기준으로 MCI는 2,405텡게입니다)입니다. 소기업으로 등
16) 법무부,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 중심 현지 투자 법제’, 2013.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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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뒤 매출 증대 및 직원 고용에 따라 중/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이
는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 가능하며 자본금으로 내는 현물이 20,000 MRP(카자흐스탄 국가기
관에서 사용하는 월 계산지수로 매년 1월 1일 갱신되며 2017년 1MRP는 2,269텡게입니다)를 초과

할 경우 독립된 외부 기관을 통해 해당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등록
시 적어도 25% 이상의 자본금을 내고 나면 1년 이내에만 나머지 자본금을 완납하면 됩니
다.17)

유한회사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사원의 지분 우선매수권이 부
여됩니다.

유한회사의 장점은 회사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자본금 요건이 낮으며, 발행, 등록, 배분,
납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증권 발행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
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
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법인 형태에 관한 제언 :
한국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의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금 요건이 높으며, 주식의 발행 및
등록,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의 등록 등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중요 거래를 추
진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복잡하여,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로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18) 실제로 현
재 상당수의 카자흐스탄 및 외국인투자 기업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활동 중이며 주식회
사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대규모 기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의료 진출을 계획하는 기관으로서는 유한회사를 신규설립하거나 기
존의 유한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설립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향후 수익 회수 역시 기업공개
를 통한 상장보다는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를 통하여 현지 파트너 혹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그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7) 법무법인 BLJ 작성 CIS 투데이 칼럼
18) 2018. 11.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티 무역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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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법인장의 취업 허가 문제

외국인이 현지 법인의 법인장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 허
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가 현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한 후 법인장의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
에서 외국인이 법인장의 취업 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현지인이 임시로 법인
장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실질적인 법인장에게
지위를 이전해주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확인된 바는 많지 않지만, 임시적인 현지인 법인
장이 취임 기간 중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
습니다.
출처: 카자흐스탄 신한은행 법인장 인터뷰

2) 합작 투자

2개 이상의 기업,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
를 합작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본투자를 함께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로서 자본
투자 이외에 경영지원이나 공동 연구, 공동 마케팅, 물품 및 인력 공급 관계 형성 등의 방
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합작 투자를 할 때는 정보 제공, 인허가 문제, 토지문제, 조세 문제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투자를 계획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출 준비단계에서 정부
와 MOU를 체결하거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서면화하고, 계약서는 투자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는지 확인하며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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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현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 : 「토지법(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은 토지에 대한 사인의 소유
권과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영구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시
토지사용권의 경우 사용 비용이 무상일 경우 5년, 유상일 경우에는 5년에서 49년 사이
에서 권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인수합병에 의한 진출

이미 설립된 현지의 법인을 인수할 경우,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비하여 의료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인허가 취득, 의료기기와 직원 확보, 인테리어,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 시에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인수 대상 의료기관
의 경영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명확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인수대상 의료기관
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아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16개의 민영 병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파크웨이 홀딩스와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홍콩, 인도 등 세계 9개 국가에서 33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IHH(Integrate
Healthcare Holdings)는 풍부한 자금력,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전문 인력 망 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자흐스탄 기업 지분 인수 사례
1)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 40% 인수
2) 2008년 한국석유공사와 국영 석유회사 카즈무나이가스(KMG)가 잠빌 해상광구
지분 27%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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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투자에 의한 진출

지분 취득 없이 자금을 현지 법인에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받는 진출형태를
말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배당이 아닌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분투자와는 차이가 있
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사채이지만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사채도 존재합니다.

배당과 이자는 각각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라는 서로 다른 투자유형에 따른 과실로서 구분
되어야 한다는 점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투자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배당을 받
는, 즉 대여금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채무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등의 이자산정 방
식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
(소위 사무장 병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국가나 어느 국가나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을 구분하고 있고 과세 등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
하지 않은 투자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인력 파견 또는 현지 취업에 의한 진출

1) 인력 파견

인력 파견은 원칙적으로 현지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등이 인력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관이 그에 대한 대금을 받으며, 근로자는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기관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관으로부터 모든 급여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국내 기관에 대한 소속은 유지하면서 현지 기관과 근로계약을 형성하여 현지 기
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의료인의 현지 취업 유형
에 더 가깝고 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견인력이 카자흐스탄에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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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수익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등은 후술할 현지 취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파견된 근로자가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는지
에 따라서 근로자 및 파견 의료기관이 내야 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
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국내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때에만)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
원은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2) 현지 취업

앞서 ‘Ⅱ. 3. 의료기관 개설 가능 형태 및 해외의료인 면허 제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해외의료인은 일정 절차를 거쳐 카자흐스탄 내 의료활동에 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
고, 해당 면허의 효력과 범위는 카자흐스탄 의료인의 것과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 의료
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해외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비자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의료인에게 발급되는 카자흐스탄 내 의료행위를 위한 비자의 기간은 고용주와 의료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3년의 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의료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현지 의료기관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
가 또는 외국인력 유치 허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5. 라이선스 사용권 설정, 컨설팅 및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에 의한 진출

현지 병원과 라이선스 설정 계약, 컨설팅 및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자본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로 현재까
지 이루어진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해외 진출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분 투자가
없으므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고정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대금(예: 수익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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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진출 사업 또한 종료됩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금은 텡게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당사
자 중 1인이 카자흐스탄 비거주자면 달러 등 외화로 대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
서 의료해외 진출을 하는 의료기관이 현지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법인 등을 설립해두고
있지 않은 이상, 외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한국 기업과 병원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

(1)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알마티 소재 국립대학인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학생센터 내
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원격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료협력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학생검진에서 시작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검진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알마티 ‘케루엔 병원’ 내에 KMCA(Korean Medical Center Almaty)와 합
자하여 지난 6월부터 ‘플랫폼 클리닉’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MCA플랫폼클
리닉'은 원 내원(Hospital in Hospital) 형식의 여성 암 전문 클리닉입니다. 국내에서 파견
된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가 진료 및 수술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있
습니다.

(2) 부천세종병원

심장병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2015년 알마티에 개원한 병원에 '세종’이라는 브랜드
사용권과 함께 병원 운영 비결, 의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투자는 없었으며 세
종 유라시아로부터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유라시아는 카자흐스
탄의 환자를 부천세종병원과 그 외 국내병원에 소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도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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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K 병원

한국의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 심장내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인력이 해외병원투자 및 운영
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국내에 지주회사 MPK(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와 카자흐스탄 현지 법
인 MPKQZ를 설립하고, 현지 법인을 통해서 2018년 6월 알마티에 ‘MPK 클리닉 꼭뎀 그란
드’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외래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병원이며, 한국 특유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알마티의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입점해 있습니다. 외국
계 제약사, 질병 검사의료재단, 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을 주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MPK의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직접적 자본투자를 통
한 해외 진출을 꾀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한국 자본 100%로 카자흐스탄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신한은행 카자흐스
탄 영업소는 한국인 기업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현지인들 대상 소규모 금
융(자동차 담보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거나 금으로
바꾸어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계 은행을 자국 은행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
에 현지인들이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영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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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세제도
1.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개념

해외 진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와 진출 국가 양국에서의 납세 의무를 모두 검토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과실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원
칙입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해당 수익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과실 송금과 관련된 조세 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조세와 관련된 다음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Ÿ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Ÿ

거주자와 비거주자 /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Ÿ

원천징수

Ÿ

이중과세방지

조세조약(이중과세협약)
조세조약이란 통상 양 국가 간에 체결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법률적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말하며, 한국과 카자흐
스탄 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1995)」 (이하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
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은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국내 「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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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기 때문에 조세조약의 내용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특정 국가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납세 의
무가 있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면 어느 국가의 ‘거주자’라 함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록 장소,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
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거주자는 개
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한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국
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
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중 183일 이상 카자흐
스탄에 거주하는 자’를 카자흐스탄의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 법률
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하는 실체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법인
을 내국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각 거주자의 정의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주체가
두 국가의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3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Ÿ

개인: ⅰ) 항구적 주거, 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ⅲ) 일상적 주소, ⅳ) 국적, ⅴ)
상호합의의 순으로 적용하여 결정.

Ÿ

법인: ⅰ)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ⅱ) 상
호합의의 순으로 적용하여 결정.

덧붙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국내 법인이

38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때에만)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취한 소득에 대해서 카자흐스탄에 관련 세
금을 내야 하지만, 카자흐스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세무당
국으로서는 사실상 납세를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임금, 배당, 이
자 등의 과실을 지급해야 하는 카자흐스탄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실에서 세금
을 원천징수하여 내고 투자자에게는 남은 과실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납세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카자흐스탄 거주자 또
는 내국법인이 대신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어느 국가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국에 내야 하
는 세목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은 투자자가 이중으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방
지하는, 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7조 제3
항과 「소득세법」 제42조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 비거주자가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를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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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체계 개괄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및 관련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다소 감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도 복잡한 세금구조가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 11월 30일 경제위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복잡한 세금 제
도를 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세금 제도
의 전면적인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토지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간접 내국소비세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및 자연인의 등록

유가증권 거래세

수수료

채굴업자의 특별지불 및 세금

개별적인 기업 활동 권리에 대한 수수료

[표-카자흐스탄의 조세의 종류]19)

3. 주요 세목 및 과세율

1) 법인에 대한 세금

● 법인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➀ 카자흐스탄법인, ➁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업
19)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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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 혹은 ③ 카자흐스탄 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
하는 실체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구분

과세대상

거주기업 (현지 등록을 마친
현지 법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운영하는
비거주 기업
기타 외국 법인

세율

소득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

고정사업장에서 창출된 소득에서 고정사업장에

20%

귀속되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
카자흐스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카자흐스탄 「세법」 상 신고서 제출 이외에는 다른 서류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
사 공무원은 외국 법인의 지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
인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기한은 결
산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그 밖의 법인에 관한 세목

세목

세율
자산 가치의 1.5%

재산세

(비영리기관은 0.1%)

● 원천세

카자흐스탄은 외국 법인(non-resident company) 중에서도 조세회피처(Tax Haven)에 등
록된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에 대한 아래 세금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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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율
외국 법인

배당세

15%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외국

20%

법인
외국 법인
이자

15%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외국

20%

법인
외국 법인
로열티
(임대료 등)

15%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외국

20%

법인

2) 개인에 관한 세금

카자흐스탄은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연속
된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자는 카자흐스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 소득에 대
하여 개인소득세가 과세합니다. 개인소득세의 기본세율은 10%이며 최저임금소득자에 대해
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목

세율
거주자

임금 소득세

10%
비거주자
거주자

5%

비거주자

15%

거주자

10%

비거주자

20%

배당(자산)소득세

기타소득세
재산세

15%

토지세

15%

자산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나, 1년 이상 부동
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증권 양도에 따른 소득 또한 자산 소득세
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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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는 소득을 수취하는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부담하며, 내국인과 외
국인,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연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MCI(월간
계산지수)에 12를 곱한 연간계산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내국인 근로자 연 과세대상 소득

세율

(연간 계산지수)
0-15

20%

15-40

15%

40-200

12%

200-600

9%

600 초과

7%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 경영자
연 과세대상 소득

세율

(연간 계산지수)
0-40

11%

40-200

9%

200-600

7%

600 초과

5%

[표-사회보장세 분류]

● 부가가치세

카자흐스탄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법인, 그리고 연간매출액이 15,000MCI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
가치세의 세율은 12%지만, 재화 수출 및 국제운송용역에 대해서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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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세금

그 외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세: 농지는 0.48-202.65텡게/헥타아르, 도시지역부지 0.48-28.95텡게/헥타아르
- 소비세: 품목별로 차등
- 운송세: 운송수단별로 차등 4~117MCI - 1.030텡게
- 경매세: 3%20)

4.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세율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조세조약)은 1997. 10. 18. 체결되어 1999. 4.
9. 발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한국-카
자흐스탄 조세조약은 거주자 결정, 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 경영 참여에 의한 소
득,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독립적 및 종속적 인적 용역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 거주
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조정, 상대방 국에게서 납세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 세액 조정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조문

투자국 원천소득 과세 관련 주요 내용
배당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배당세
Dividends

10조

Ÿ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5%
Ÿ

이자소득
interest
로열티

배당을 받는 투자자가 배당하는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직접
그 외이 경우: 15%

11조

10%

12조

10%

20)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국가정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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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율 관련 유의사항

조세제도의 잦은 변화
카자흐스탄에서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는 국가입니다. 특히, 하위법령이 자주 변경되므로 현
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투자 시점에서 적용되는 하위법령을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법률이 국가의 하부기관까
지 전달되어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
에 대해서 아스타나, 알마티와 이 지역을 제외한 지방 사이에 유권 해석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유권 해석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가 실패하
는 때도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적용되는 하위법
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정부 기관에 확인을 구하고 확인결과를 공문으로 받는 과
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스타나나 알마티가 아닌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부
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21). 그리고 세율도 항상 정확하게 확인해서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 상 특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제공 기간은 투자 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
한 투자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입니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 부처에서 결정합니다. 인센티브 적용 개시 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상에 반영, 설정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1996년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의 제정에 따라서 2001년 수도 아
21) 2018. 11.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티 무역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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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나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아스타나 경제특구(경제 인프라), 파
블로다르 경제특구(석유, 화학, 알루미늄 사업), 부라바이 경제특구(휴식, 건강센터, 호텔 비
즈니스, 요양 시설, 관광서비스), 사르아르까 경제특구(금속제품 및 조립 금속제품, 기계, 장
비, 화학제품, 건설자재), 악타우 경제특구(철강, 석유화학, 기계, 제약, 건설) 등이 있습니다.

2014년 개정된 「투자에 관한 법(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에 따르면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
및 토지세가 10년간 면제되고, 자산세는 8년간 면제되며 상품 관세 면제, 토지나 건물 등의
고정자본 투자액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현물 공여, 건설이나 설비조달 등 설치금액의 30%
를 상한으로 하는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에서는 20%의 법인
세와 10%의 토지세, 1.5%의 자산세, 12%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
내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또한 면세 대상이며 토지사용료 역시 10년간 무료입니다.22)
하지만 2018년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의료서비스를 우선 분야로 지정한 경제특구는 확인
되지 않습니다.

22) 이와 같은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1) 경제특구에 입주해야 하며, 2) 납세자등록을 하고, 3) 구역 밖에서
는 관련 조직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4) 특구지정 우선 분야의 생산에 의한 것이 연간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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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과실 송금
1. 과실 송금의 의미

‘과실 송금’(Remittance of profit, Full repatriation)이라 함은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 송금의 보장은 국가가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유인책 중의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자국의 무역사절이나 외환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
고 과실 송금을 허용한다면 국제수지의 악화는 물론 국내물가체계에도 큰 동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마다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과실 송금에 대한 다양한 규제장치가 있
습니다.

결국, 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과실 송금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있
어야 합니다. 그 국가의 과실송금제에도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한 금액을
안전하게 본국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같이 취급하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세의 감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유재산 매각,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
는 과실 등에 대한 과실 송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이름으로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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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 송금에 관한 법제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 등 납부의무를 모두 마친 후 이윤의
자유로운 사용과 과실 송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투자법」 제5조 제1항).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투자협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
탄 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6) (이하 ‘양자 간 투자협
정’)」 제6조에 따르면 각 투자협약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 투자협약국의 투
자자가 자유태환성 통화로 바로 자국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상대방 투자협약국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 부분적 청산
으로 인한 수입금
-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협약국의 법령에 따른 상대방 투자협약국 국민의 소득
-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증진에 필요한 추가 금액

외환거래가 허용되나 여전히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등의 제약은 존재합니다. 중앙은행
규정, 「조세법」 및 「관세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
어져야 하며, 외환의 판매, 구매 및 교환은 공식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환 송금은 내외국인 모두 외환계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모든 외화의 유출입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외환 송금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외환관리법(О ва
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에 따라 50,000USD 이상의 외화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위원회가 발급한 거래허가서(Deal Passport), 송장 사본 및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이 서명한 국제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혹은 국가 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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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환거래를 제약 또는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법」에 관
해 권한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외환 거래 및 그와 관련
한 거래 액수, 이율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으며, 「통화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내 거주자의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외환 상의
수익에 대한 강제 매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투자자’의 의미를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투자
법」 제1조 제6항).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도 카자흐스탄 공화국법에 따른 세금 등을 낸 후
자유재량에 따라서 수입금을 보유·사용할 수 있습니다(「투자법」 제5조 제1항).

다만, 「투자법」은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
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미리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상세를 규정한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해석 관련 주의점

한국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법률이 국가기관의 하부기관
까지 전달되어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대해서 아스타나, 알마티와 이 지역을 제외한 지방 사이에 유권 해석이 다른 경
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유권 해석을 믿고 투자 진행했다가
실패하는 때도 있으므로 이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적용되는
하위법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정부 기관에 확인을 구하고 확인결과를 공문으
로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스타나나 알마티가 아닌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부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23). 그리고 세율도 항상 정확하게 확인
해서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인터뷰

23) 2018. 11.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티 무역관 이선호 과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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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금

카자흐스탄법인의 회계 처리는 텡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당
금 배당은 텡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카자흐스탄 통화 이용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배당 결의 시 어느 일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확정한다면 배당금의
지급 자체는 외화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환율은 그 변동이 큰 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회계 처리의 경우,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가 오후 5시에 발표
하는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세율은 15%입니다24), 다만 한국-카자흐
스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받는 투자자가 배당하는 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이면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 이득에 대해, 법인의 경우 결산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당국에 소득세 신
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이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합니다.

4. 이자

투자자금으로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현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 투자구조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율
카자흐스탄 「조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지만,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조세조약(1995)에 따라 10%가 적용됩니다. 단, 그 이자액이

24) 카자흐스탄은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세회
피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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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의 성질과 금액, 제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이자액을 초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채권자인 한국의 거주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이득에 대해, 법인의 경우 결산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당국에 소득세 신
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이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합니다.

이자와 배당은 구분
일정 비율의 이자 대신 채무자의 매출 일정 비율을 이자 대신 받는 투자형태를 구상하는 투
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나, 어느 국가나 법률상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을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고 각 다른 세율을 적
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투자방식은 아니라고 보이고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대부투자에 따른 수익은 이자, 지분투자에 따른 수익은 배당입니다.

5. 로열티 및 서비스 대금

거래통화 및 송금구조
컨설팅 계약, 자문 계약, 라이선스 계약, 인력 파견 계약, 위탁운영과 같이 직접적인 자금
투자 없이 특정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위탁운영도 자금투자 없는 경우만을 상정합니
다)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외화의 형태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카자흐스탄 내 거주
자 간 거래는 텡게화에 의해야 하고 그 외 외화를 거래통화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습니다.

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외화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법인이나 지
점을 두지 않고 한국 의료기관이 직접 카자흐스탄 주체와 컨설팅, 라이선싱,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달러나 원화 등 외화로 된 대금을 국내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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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의 법인세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현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은 카자흐스탄의 비거주자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 의료기관은 카자흐스탄에 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는 현지 기관이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대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국내 의료기관
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소득이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현지 기관입니다.

카자흐스탄 「세법」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
됩니다. 한편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상표권,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료(Royalty) 계약의 경우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때 법인은 결산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당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임금

1) 인력 파견

현지 의료기관과 국내 기관이 인력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의료기관은 그 대
금을 파견인력이 아닌 국내 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과실의 종류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아
니라 인력 파견 서비스에 대한 대금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관이 카자흐스탄 현지에 법인이
나 지점 등을 설립해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현지 의료기관과 국내 기관은 달러 등 외화를 기
준으로 대금을 정할 수 있고 현지 의료기관이 국내 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바로 외
화 송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서비스 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은 위 받는 대
금에 대하여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15%의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카자흐스탄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지 의료기관은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낸 이후에 차액을 국내 기
관에 송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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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취업

반면 현지 법인에 고용된 것이라면 임금은 텡게화로 받아야 하고, 현지 법인은 텡게로 급
여를 지급했다는 기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의료인은 텡게화로 받은 급여를
달러나 원으로 환전하여 국내로 송금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의 출처가 명확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낸 이상 받은 임금을 환전하여 국내로 송금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
고 송금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해외의료인을 고용한 현지 의료기관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
천징수한 뒤에 차액을 해외의료인에게 지급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같이 10%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카자흐스탄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급여, 기타소득, 상여금, 상금, 연금, 장
학금, 저축성 보험금, 배당금입니다. 개인소득에서 과세 대상금 산정을 위해 공제되는 금액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득 발생 월 기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최저 임금
-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설립된 연금재단 불입 연금기여금
- 자발적인 연금기여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거주자인 근로자는 카자흐스탄 세무당국에 의무사회보장보험 금액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최근 24개월 월 평균소득, 소득대체율, 장애지수, 부양자 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7.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법제가 매우 복잡하고 변동이 잦으며, 행
정기관들이 법제에 대해서 통일된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 송금 자체에 관한 제도의 미비나 특수성 때문에 과실 송금에 문제가 생긴 사안은 확
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와
과실 송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금융 시스템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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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외화 송금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의 위법행위, 특히 납세 의무 위반입니다. 의도적으
로 위법을 저지르기보다는 법제가 복잡하고 행정기관들의 해석이 다른데, 정확한 규정을 파
악하는 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와 괴실 송금
에 관한 권리는 투자금을 적법하게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하고 카자흐스탄 내 발생에 수익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세했을 때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지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과실 송금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송금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
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지 파트너의 안내를 믿고 현지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투자에 실패한 사례

한국의 파이프 공장이 2011년 정도에 상당한 물적 투자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
습니다. 카자흐스탄 진출을 결심한 계기는 현지 파트너가 자신이 정부 기관의 고위관계
자를 알기 때문에 국가입찰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실제 진출한 이후에는 ①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대
한 이견 및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② 현지 투자자 측의 고려인 직
원이 국내 회사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율을 안내해서 세금이 장기간 미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③ 외국인이 현지 법인의 법인장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정
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쿼터가 없음에도 쿼터가 있다고 허위로
안내하고, 현지인을 법인장으로 선임시켰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은 이와 같은 문제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대표는 여전히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출
국 금지처분을 받아 3년째 출국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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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투자자는 현지 파트너를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세금 납부, 법인장 취업비자
등에 관한 문제를 직접 알아보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가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결국 사
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해 3년 동안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법제는 매우 복잡하고 행정조직 또한 체계적이
지 않아 행정기관들이 각각 다른 해석을 적용하기도 하고, 법 개정 사항이 행정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기도 합니다. 위 사안 또한 과실 송금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의 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 법을 위반하였고 그 책임 해결되기 이전까지 송금이 제한된 것
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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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현지 법인 청산 및 지분양도에 의한 투자금 회수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인수에 의한 의료해외 진출을 종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현지 법인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현지 법인 및 관련 자산들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지분 및 자산 매각에 의한 투자금 회수

실질적으로 법인 청산보다는 법인 및 자산 매각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더 일
반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청산은 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
고 모든 채무, 임금,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는 국내로 잔여재산 송금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주의
우선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 간 우선매수권 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
여 동의권을 가지도록 합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와 달리, 유한회사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탈퇴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남은 사원의 지분 우선
매수권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법은 의료기기 등 일반 동산의 매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토지법」상 사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인정되지만, 외국인은 영구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하면서 의료기기, 인테리어 및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면허 등
에 대한 가치를 매각대금에 반영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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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양수인(=매수하는 자)이
새끼 염소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투자자가 법인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투자자와 양수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지분 및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인 20%가 적용되고, 비거주자인 개인에 대
해서는 자산 소득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주가 3년 동안 소유했던 지분을 매각하
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위 세금을 면제합니다.

「한국-카자흐스탄 조세조약」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부동산 및 법인에 대한 지분 양도로 인
해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카자흐스탄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산에 의한 투자금 회수

법인의 청산이란 법인 존속이 중단되는 효력을 가져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의 청산 후 투자금 회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을 모
두 내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연체 없이 모두 지급하며 계류 중이 형사사건 등이 없는 등 법
률상 외환 송금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면, 청산대금을 송금하는 데에 제한은 없습니다.
카자흐스탄법인 청산절차는 카자흐스탄 「민법」 제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카자흐스탄
「법인 정부 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청산등기 목적용 구비서류 목록을 특정하고 있습
니다. 법인등기 담당 기관은 제출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법인 청산을 등기합니다. 이와 달리 청산절차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기
기관은 등기거부에 관한 결정을 채택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해당 기록이 기재된 후
청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자흐스탄법인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5)
① 법인 청산 결의
② 법인발기인 또는 위임기관이 청산 결의서 수령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가정보-카자흐스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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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 또는 청산하려는 법인 소재 세무서 등 담당 기관에 법인 청산 결의서를 접수
했다는 내용 통지
④ 청산위원회 지정,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 전면 위임
⑤ 채권자들에게 법인 청산에 관하여 통지 및 신문 등을 통해 청산 계획 공시
⑥ 청산위원회,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완료 후 청산 대차대조표 작성
⑦ 각종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와 법인 인장을 관할 지역 경찰서에 반납했다는 확인
서 발급
⑧ 아래 서류 등을 법무부에 제출
- 청산등기 신청서
- 법인 청산 결의서(법인 인장 필)
-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및 등록증명서, 통계카드
- 법인 청산 계획이 공시된 카자흐스탄 법무부 신문 광고
- 청산 대차대조표
- 법인 인장 무효 확인서
- 각종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완료한 뒤 잔여재산이 있으면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자산에서 임금과 채무, 세금 등을 모두 지급한 이후의 잔여재산만 회수 가능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청산의 경우 반드시 투자금(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을 회수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청산자금을 회수한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14호 서식”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에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 후 분배 잔여재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
라 인정된 자본거래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청산보고를 마친 후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26)

26) 현실적으로 현지 법인의 청산은 해외 진출 사업이 성공했을 때보다는 경영 사정이 악화하였을 때나 파산했
을 때, 법인의 사업적 가치가 낮아져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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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과실 송금 및 투자금 회수 이후 국내절차
1. 과실 송금 후 국내절차

해외에서 발생한 과실이 적법하게 송금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과세와 국내에서의 과세의 중복
여부가 문제 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현지 병원법인의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이와 같은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상 해
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위 법 제18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위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2) 국내 세금 납부

투자자는 투자국에서의 납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본국으로 과실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여 국내에서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투자자가 국외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원칙적
으로 해당 투자자는 투자국에서도 배당세를 내야 하고,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투자자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해외
투자 활성화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양국 간 조세조약 및 이중과세
방양국간 조세조약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지협정」을 체결하여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현지에
서 부과하는 세금과 본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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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자국에서 부담하는 배당세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42조는 우리나라 법인 또는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한 결과, 투자국에 낸 세액을 고려하여, 국내 납세액을 계산하면서 세액에서 빼
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법인이 조세조약
에 따라 투자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
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주외국납부세
액이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Ⅵ.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인의 투자자가 의료법인이면 수익금의 귀속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 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4.
6.)」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현지 병원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중 하
나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참고하여 보면 설립·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현지 병원법인
으로부터 배당이나 수익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어떤 상
황에서도 외부에 이를 배당할 수 없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이 배당 때문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산 증가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27).

27)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해외 진출 안내서, 2014, 9면.

60

2. 외국 법인 청산 이후 국내절차

1)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절차28)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내로 송금할 때에도 국내법상 일정 절차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하면 청산 후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청산자
금 영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9-6조 제1항). 그러나 청산 후 분배 잔여재
산을 해외에서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해외에서 운
용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9-6조 제2항).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국내 법인이 국외법인인 현지 병원법인을 청산하는 경
우 분배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청
산보고서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9-6조, 제9-9조).

시•도지사는 청산보고서를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의료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의료법인
의 해외의료업 청산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29).

2) 세무적 문제

청산 시,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와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청산 당시 법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국세청, 법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2010. 123면
29)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2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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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투자 분쟁 해결방법
1. 법원 절차

카자흐스탄 분쟁 해결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각종 법률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며, 그에 대한 해석이 행정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현지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사 등 전문가
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0)

카자흐스탄은 행정 전문법원과 경제법원, 일반법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공무
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상 권익침해에 관한 사건은 행정 전문법원에서 전속
적으로 심리하고, 경제법원은 상사분쟁을 다룹니다. 카자흐스탄 또한 3심제를 도입하고 있
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송에서는 법관 매수에 의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현지 변호
사의 전문성 부족과 미숙한 소송 수행능력, 법원의 지나치게 짧은 심리 기간은 법원의 심리
를 부실하게 하고 국민이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서는 대법원의 법률 조문 해석에 관한 ‘규범 결정’을 제외하고는 담당 판사의 개별적인 판
단에 재판의 결과가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31)

그런데도 카자흐스탄 법치주의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발전을 보
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국가정보 - 카자흐스탄
31) 배정한 변호사, “카자흐스탄 민사소송 절차 개관”,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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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투자 중재(ISD)

투자자-국가 간 투자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투
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투자협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간의 투
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6) (이하 ‘양자 간 투자협정’)」 제9조에 의하면, 일
방 체약 당사국(한국 또는 카자흐스탄)과 타당 체약 당사국(자국이 한국이면 카자흐스탄, 카
자흐스탄이면 한국) 투자자 간의 분쟁이 분쟁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으로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과실 송금 보장의무 위
반,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을 의무 등 양자 간 투자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한국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이 분쟁발생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투자자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 중재
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양자 간 투자협정의 의무를 위반하는 예로는 다음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승인, 인허가 번복

Ÿ

자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차별적 대우

Ÿ

부당한 관세, 법인세 부과

Ÿ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한 보상 없는 수용(몰수)

Ÿ

내전 및 폭동으로 인한 투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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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법원과 달리 중재판결을 내릴 중재인들을 당사자들이 직접 선임할 수 있고, 그 절
차와 내용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단심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어떤 절차
를 통해 중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체약국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32)를 통한 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ICC 등 기존 상설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중재 기관을 거치지 않고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업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은 과거 미국의 투자 펀드인 AIG로부터 투자
중재 제소를 받았습니다. AIG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되던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용지를 매입하고 건설계약을 체결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사업부지는 국립수목원
용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AIG는 손해배상을 청구했
고 IDCSID 중재판정부는 2005년경, 국립수목원 용지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
상 없이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은 투자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AIG의 청구를 받아들
였습니다. 그 외 의료사업에 관한 투자 중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에 근거
하여 1966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
재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총 154개국
의 체약국이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모두 체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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