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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법
(1994년 8월 5일)국회
PREAH REACH KRAM (칙령)
제 […]호
I, PREAHBATH SAMDECH PREAH NORODOM SIHANOUK
VARMAN REACH HARIVONG UPHATO SUCHEAT VISOTHIPONG
AKAMOHABORASRAT NIKARASOM THAMMIK MOHAREACHE
ATHIREACH BOROMANEAT BOROMABOPIT PREAH CHAU
KRONG KAMPUCHEA THIPDEY
• 1993년 9월 23일 공포된 캄보디아 헌법을 확인하고;
• 정부의 임명(appointment)에 관한 1993년 11월 1일자 칙령을 확인하고;

• 캄보디아 투자법 및 1994년 8월 5일자 칙령에 의한 그 공포내용을 확인하고
• 관방부의 요청에 따라

및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2003년 3월 24일)국회

제1장
총칙
제21조: (신설)
이 법은 모든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관리에 적용되고 또한 어떠한 자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는 절차의 규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법에 의한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제32조: (신설)
이 법에서,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의
의미내에서는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개발평의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기업"은 캄보디아에 사업장과 등기부상의 사무실을 두고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 이상을
캄보디아 국적 보유자가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조건부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8조3항에 의거 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평의회"는 캄보디아 개발평의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의미한다.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이 부칙령(Sub-decree)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8조 7항에 의거 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투자제안서”는 어느 누구든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목적으로 평의회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의미한다.
"투자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者)"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또는 QIP)”는 최종 등록확인증을 받은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이 부칙령에 정한 바에 따라 수출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생산물 전량(100%)을 수출업체/수출산업에 통상적인 수입
원자재 또는 부속품 수입을 위한 대체품으로 공급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근무일”은 법률에 의한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근무일인 날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기업”은 캄보디아에 사업장과 등기부상의 사무실을 두고 그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캄보디아 국적 보유자가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조건부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7조3항에 의거 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은 이 법 제 7조 7항에 의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투자제안서”는 어느 누구든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설립할 목적으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의미한다.
“신청인”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제 73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재건, 개발 및 투자활동의 감독을 책임지는 유일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모든 재건, 개발 및 투자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결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문기관”이다.
제4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2 개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재건개발 위원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제5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 및 기능은 부칙령으로 명시한다.

제III장
투자절차

제2장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제4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재건, 개발 및 투자활동의 감독을 책임지는 유일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모든 재건, 개발 및 투자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문기관”이다.
제5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2 개의 운영 평의회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제 6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 및 기능은 부칙령으로 명시한다.

제3장
투자절차

제 76조: (신설)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 및 부칙령에 규정된 양식으로 그리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평의회에 신청하거나 투자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첫 줄은 말이 중복된 것으로 보임]
제 87조: (신설)
1. 평의회는 투자제안서를 접수한 후 삼(3)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조건부 등록확인증 또는 부적합
통지(Letter of Non-compliance)를 발급해야 한다.
2. 평의회는, 투자제안서가 부칙령에 의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제안된 활동이 부칙령에
규정된 투자금지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제안서가 상기 조건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의회는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발해야 한다.
3. 조건부 등록확인증에는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승인서, 인가서, 인허장,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은 물론, 그와 같은 승인서, 인가서, 인허장,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등록확인증에는 또한 이 법 제14조 (신설)에 의거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받을 자격을 가진 우대조치를 확인하고 또한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할 법적
실체에 관한 법령을 확인/인식(confirmrecognize)해야 한다.
4. 만약 캄보디아 개발평의회가 삼 근무일 이내에 조건부 등록확인증 또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이 부칙령에 규정된 양식으로 자동 발행/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신청인을 위하여 조건부 등록확인증에 열거된 관련 부처-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을 대리하여 모든 면허를 받아야 한다.
6. 조건부 등록확인증에 열거된 인가, 인허,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발급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기관은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일째 되는 근무일까지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 또는 사유 없이 이 28일째 되는 근무일의 시한까지 신청인의 신청을 처리 및
회신하지 아니하는 모든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한다.
7. 평의회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 근무일 이내에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 근무일 이내에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더라도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법률로 요구되는 그 밖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관할 부처-기관에서 특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다. 상기 제6항에 규정된 28
근무일의 시한이 경과한 후에 발급이 된 경우에도, 모든 관할기관은 법규에 정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일은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개시일로 한다. [**오타로 보임]
8. 모든 부적합 통지에는 투자제안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명확한 이유는 물론
평의회로 하여금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평의회는 부적합 통지에서 요구한 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조건부 등록확인증 또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제IV장
투자보장

제4장
투자보장

제 98조: (신설)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헌법 및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단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9조
정부는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그 국유화 정책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제10조
정부는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그 국유화 정책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제1110조: (신설)

정부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제품에 가격제한을 부과하거나 그 서비스의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캄보디아 국립은행에 의하여 공포 및 공고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외화를 매입 및
송금하도록 허용한다. 본 조항은 아래 항목의 지급과 관련된다.

1-수입 대금의 지급 및 국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특허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지급;
3- 이익의 송금; 및
4- 제8장에 따른 투자된 자본의 회수.

제5장
투자 우대조치

제12조
캄보디아 국립은행에 의하여 공포 및 공고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외화를 매입 및
송금하도록 허용한다. 본 조항은 아래 항목의 지급과 관련된다.

1.

수입 대금의 지급 및 국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특허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지급;
3. 이익의 송금; 및
4.

제8장에 따른 투자된 자본의 회수.

제V장

투자 우대조치

제1312조: (신설)
정부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본 장에 의한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제13조
우대조치 및 특전에는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포함된다.
제14조: (신설)
제13조에 규정된 우대조치에는 아래와 같이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포함된다:

1.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승인 받음으로써, 조세법에 의거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세기간은 사업개시초기기간(Trigger Period) + 3 년 + n 년 (n 우선권 부여기간(Priority
Period). 우선권 부여기간은 재무관리법에서 정한다)로 구성된다.

허용되는 최대 사업개시초기기간은 최초 이익 실현 연도 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최초의 수익이
발생한 후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상기 제14조1호에 의한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부칙령에 명시된 국가의 법령(before the provisions
of State)상의 의무이행에 따라 평의회로부터 연간 의무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은 적격 투자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의미 불확실]

3.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조세법에 정한 면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4. 상기 제14조1호 에 의한 자격을 사용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조세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5. 내수시장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건설자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를 관세 면제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그 관세면제는 부칙령으로
명시한다.

6. 세관 제조용 보세창고제도를 이용하기로 선택하거나 이미 선택한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 이외의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부속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용 자재를 관세면제 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그 관세면제는
부칙령으로 명시한다.

7. “지원산업”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부속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용 자재를 관세면제 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그
관세면제는 부칙령으로 명시한다.

8. 어느 투자자를 인수하거나 투자자와 합병한 자는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신청할 경우 부칙령에
명시된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 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투자자의 적격 투자프로젝트로부터 일체의
보장, 권리, 특전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9. 평의회에서 발행한 개발 우선순위 목록에 열거된 지정 SPZ 또는 EPZ에 위치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이 법에 규정된 다른 적격 투자프로젝트와 동일한 우대조치 및 특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특정하여 언급된 활동을 제외하고, 시행 중인 세관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외에는 수출세를 100% 면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외국 국민을 캄보디아 국내에서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로
고용하기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기 외국 국민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체재비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신설)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권리, 특전 및 부여 받은 자격은 제14조 8항 (신설)에 규정된 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제VI장
토지 소유 및 이용

제6장
토지 소유 및 이용

제16조: (신설)
헌법 및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관련법규에 따라

1.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은 캄보디아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기업에 귀속된다.

2. 투자자에게는 양허(concessions), 무기한 장기 임차 및 요청할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한정된 단기
임차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이 허용된다. 공유지에 관한 사용권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99년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concessions: 라 함은 석유,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채굴권 등을 말하며 이를
“양허”라고 통상적으로 번역함]

3. 투자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토지에 관한 사용권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상에 위치한 부동산 및 동산과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는 운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토지사용권을 더 이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VII 장
고용업무

제7장
고용업무

제17조
제17조
캄보디아에서 투자자들은 출입국관리 및 노동법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캄보디아 국민 및 외국의 국민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투자자들은 출입국관리 및 노동법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캄보디아 국민 및 외국의
국민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 (신설)
투자자들은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도록 허용된다; 다만:
1.- 그 자격 및 전문적 지식이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국민으로부터는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그와
같이 고용하는 경우, 그 종업원의 여권, 증명서 및/또는 학위 그리고 이력서를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문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사회문제 / 노동 /
직업훈련 / 청소년 갱생부로부터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를 위하여 근무하기 전에, 그 외국인 종업원은 사회문제/노동/직업훈련/청소년 갱생부로부터
발급 받은 캄보디아 내 노동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직원들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3. 캄보디아인 직원들의 고위 보직 승진은 시간을 두고 실시하기로 한다.
제19조
외국인 종업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인 임금 및 급여를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외화로 해외로 송금하도록 허용된다.

제8장
분쟁 및 해결

제19조
외국인 종업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인 임금 및 급여를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외화로 해외로 송금하도록 허용된다.

제VIII장
분쟁 및 해결

제20조: (신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적격 투자프로젝트 관련
분쟁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투자자 및 해당 분쟁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와 같은 협의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는 최초의 서면통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그 중 어느 당사자가 아래와 같은 조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

- 평의회가 그 의견을 제공해야 하는, 평의회에 의한 조정, 또는
- 캄보디아 법원에 의한 판결, 또는
- 쌍방이 합의하는 국제법에 의거 캄보디아 내 또는 외부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 또는
- 캄보디아 심판소에 의한 재결.
제21조: (신설)
투자자가 캄보디아에서 그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여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등기우편에 의한 공문이나 인편에 전달된 공문을 통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신설)
투자자가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활동을 사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거나 적용되는 상법에 따라 해산하도록 허용
받기 전에, 경제재무부로부터 제기된 일체의 고소 및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적법하게
청산하였다는 증빙을 평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원문 셋째 줄 Complainant(고소인)는 complaint(고소)의 착오로 보았음]
제23조: (신설)
일단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사법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활동을 중단하도록 허용
받으면, 그 투자자는 그 자산의 매각대전 잔액을 해외로 이체하거나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관세 없이 수입된 기계류 및 장비를 5년 미만 동안 사용한 경우,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부칙령의 조건 또는 결정에 따라 그 기계류 및 장비에 적용되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제9장
경과규정

제24조: (신설)

1.1994년 8월 5일자 칙령 제 03/NS/94호로 공포된 투자법과 그 부칙령에 의거 인가된 모든 투자는 이
법 및 관련 부칙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본다.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9%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권리를 부여 받고 또한 승인 받은 투자활동을
개시한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이 법의 공포 후 그 회계연도로부터 시작하는 5개 과세연도 동안 그
9%를 적용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만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이 법의 공포 후 각 과세연도에
부칙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 QIP entitled to an exemption of 이윤세 satisfaction before the State,which shall be specified
by the Sub-Decree as stipulated in the paragraph 2 of the new 제14. [아래 제3항 중 일부분이
잘못 복사된 것으로 보임]-번역 생략

3.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법인세를 면제 받을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 부여된 권리가 의회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승인된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계속 법인세의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만
제14조2항(신설)에 규정된 대로 부칙령에 명시된 의무이행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를 국가에 (Before
the State) 제출해야 한다.

(신설)제10장
종결규정

제25조: (신설)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평의회는 그 투자자에게 부여된 특전 및 우대조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제 X장
종결규정

제26조: (신설)
이 법과 상충되는 모든 조항은 무효 및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신설)
이 법은 즉시 공포한다

캄보디아
국민 종교 왕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
2005년 9월 27일자 제111 ANK/BK호
캄보디아 정부는

- 캄보디아 헌법을 확인하고;
- 캄보디아 정부의 구성에 관한 2004년 7월15일자 칙령 제NS/RKT/0704/124호를 확인하고;

- 관방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20일자 칙령 제02/NS/94호를 확인하고;
- 캄보디아 투자법에 관한 1994년 8월5일자 칙령 제03/NS/94호와 캄보디아 투자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공포하는 2003년 3월 24일자 칙령 제NS/RKT/0303/009호를 확인하고;

- 조세법을 공포하는 1997년 2월 24일자 칙령 제NS/RKM/0297/03호와 조세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공포하는 2003년 3월 31일자 칙령 제NS/RKM/0303/010호를 확인하고;
-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1997년 12월 29일자 부칙령 제88/ANK/BK호와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부칙령의 개정에 관한 1999년 6월 11일자 개정 부칙령 제53/ANK/BK호, 그리고
1999년 6월 11일자 개정 부칙령 제53/ANK/BK호의 개정에 관한 2001년 12월 26일자 부칙령
제130/ANK/BK호를 확인하고;

-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2001년 7월27일자 부칙령 제70/ANK/BK호와 2002년
11월12일자 개정 부칙령 제112/ANK/BK호, 그리고 2001년 7월27일자 부칙령 제70/ANK/BK호의
개정에 관한 2004년 8월 24일자 부칙령 제35/ANK/BK호를 확인하고

- 2005년 9월 2일 개최된 각료회의 중 관방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제1장
총칙

제1조 부칙령의 적용 범위
1.1 목적: 본 부칙령은 투자법의 적용 및 시행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캄보디아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캄보디아 내 투자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적용: 본 부칙령은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등록된 각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제2조 투자의 범위
투자활동: 본 부칙령은 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부칙령 제1편 별표 1의 금지목록에 열거된 활동
이외의 모든 투자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의 투자
4.1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의 투자: 정부는 본 부칙령 제2조에 열거된 제한사항만을 조건으로, 캄보디아
기업 및 외국 기업으로부터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

4.2 명의인의 사용: 캄보디아 국민의 지배를 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외국 기업 또는 외국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본 부칙령 규정의 영향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행 또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부칙령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본 부칙령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신청인"은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투자자"는 캄보디아 국민 또는 캄보디아 기업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캄보디아 법인"은 캄보디아에 등록이 되고 캄보디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그 주식의 51% 이상을
캄보디아 국적 보유자가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의무이행 확인서"는 투자법 제14조2항(신설) 또는 제24조(신설)에 의거 제출해야 하고 본 부칙령
제18조2항에 의거 발급해야 하는 의무이행 확인서를 의미한다.

"조건부 등록확인증"은 투자법 제7조3항(신설) 및 본 부칙령 제 6조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건설자재"는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그 최초 건설단계 또는 확장기간 동안에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용할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완전히 변환되어 사용되는, 어느 시설의 붙박이 설비를 포함한 건축용
품목을 의미한다.

"평의회"는 투자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를 의미한다.

"평의회부칙령"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2001년 7월 27일자 부칙령 제
70/ANK/BK호와 그에 대한 개정내용인 2002년 11월12일자 제112/ANK/BK호 및 2004년 8월
4일자 제35/ANK/BK호를 의미한다.

"관세"는 세관 관할지역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에 열거된 외국
무역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내수시장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은 그 제품의 일정 부분을 캄보디아 밖에 있는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재무관리법"은 매년 재무관리법을 의미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은 투자법 제7조 7항(신설) 및 본 부칙령 제7조3항에 규정된 대로,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로부터 발급되는 문서를 의미한다.

"외국법인"은 캄보디아 기업이 아니거나 캄보디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한다.

"투자활동"은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거 캄보디아 내에서 수행될 영업활동을 의미한다.

"투자자본"은 토지의 가액과 운전자본을 제외하고,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액을 의미한다.

"투자보장"은 본 부칙령의 모든 요건을 이행하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본 부칙령에 규정된
대로 투자법 제4장에 나와있는 보장내용을 의미한다.

"투자 우대조치"는 본 부칙령의 모든 요건을 이행하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본 부칙령에
규정된 대로 투자법 제5장에 나와있는 우대조치를 의미한다.

"투자제안서"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설립할 목적으로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를 의미한다.

"투자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투자법"은 1994년 8월 5일자 칙령 제03/NS/94호로 공포되고 2003년 3월24일자 칙령
제NS/RKM/0303/009호로 공포된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에 의하여 개정된 투자법을 의미한다.

"조세법"은 1997년 2월 24일자 칙령 제 NS/RKM/0297/03호로 공포되고 2003년 3월31일자 칙령
제NS/RKM/0303/010호로 공포된 캄보디아 조세법의 개정법에 의하여 개정된 조세법을 의미한다.

"기계 부품"은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생산설비의 부품 (해당 부품 및 설비의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금지목록"은 본부칙령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목록을 의미한다.

"자(者)"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생산설비"는 수입 후 2년 이내에 그 자체로는 변환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생산 투입물을
실질적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정보기술 설비 또는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및 공구를 의미한다.

"생산 투입물"은 수입 후 2년까지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생산공정에서 완전히 변환되거나 활용되는
물품 (생산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반제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석유제품, 차량 및 차량용 예비부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산 산출물"은 변환된 생산 투입물로부터 생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전문 서비스"는 법률, 재무, 회계, 감사, 세무상담, 건축,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서비스, 광고 및 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자본이 미화 이백만 달러(US$2,000,000) 미만인 투자프로젝트를
지방 및 행정자치도시 차원에서 심사 및 승인하도록 부칙령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 또는 행정자치도시의
소위원회를 의미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QIP)"는 최종 등록확인증이 발급된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은 그 제품 전량이 통상적으로 수입되던 원자재 및 부속품의 대체물로
수출산업에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근무일"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근무일인 날을 의미한다.

제2장
투자제안서 및 등록증

제5조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신청
5.1 신청 및 수수료: 투자 우대조치 및 보장을 모두 받고자 하거나 또는 투자보장만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양식에 작성되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했거나 적절한 위임장을 가진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투자제안서를,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승인, 인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한 관리비
에 해당하는 칠백만 리엘(7,000,000 Riel)과 함께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2 신청 양식: 투자제안서의 신청 양식은 본 부칙령의 별표 2에 나와 있다.

5.3 대리권한에 대한 증빙: 투자제안서에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가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대리권에 관한 서면 증빙을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그 투자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4 복수의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어느 개인이 만약 등록되는 경우 적격 투자프로젝트로서 수행될
복수의 투자활동에 투자 및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제안자는 각 투자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투자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5.5 법인세의 면제 선택: 최종 등록확인증을 수령하는 경우 본 부칙령 제15조에 따라 투자법 제14조

1항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투자제안서에 서면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선택을 해야 한다.

5.6 다른 회계상의 공제를 배제하는 선택: 제5조 5항에 의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은 투자법
제14조1항에 규정된 면세기간을 활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관하여 조세법상 투자자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투자공제의 신청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5.7 투자보장만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보장의 혜택만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그 신청인이 비 적격
투자프로젝트나 투자법의 투자보장에 해당되기만 하면 신청서에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한정된 면허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 6조 투자제안서의 등록 또는 등록 거절
6.1 등록절차: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제5조1항에 의거 투자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나)항과 (다)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제안서를 등록하고 6조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 투자제안서가:
(i) 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ii) 투자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전에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 중이고 또한 투자법에 의거
이미 투자 우대조치를 받은 프로젝트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그 투자제안서의 등록을 거부하고 6조
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 제5조1항에 의거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투자제안서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제안서의
등록을 거부하고 6조 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라)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국익과 관련되거나 환경상 민감한 내용으로서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의 원스톱제도 (one-stop mechanism)를 통하여 처리해야 하는 특정
투자프로젝트의 등록을 연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럴 경우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해당

투자제안서가 제출된 후 삼(3)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6.2 투자제안서의 개정: 평의회에 제출된 투자제안서가 본 부칙령 제5조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해당 투자제안서가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제출된 후 삼(3)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제출된 투자제안서를 개정하여 평의회 및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3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제 6조1항(가)호에 의거
투자제안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제안서가 제출된 후 삼(3)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표
3에 나와 있는 양식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의 목록과 그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신청인이 충족할 경우 해당
서류의 발급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자치도시의 부처, 부, 당국, 기관 또는 정부기관.
(나) 제5조 5항, 6항 또는 7항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내용.
(다) 최종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는 경우, 해당 투자프로젝트가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투자법
제14조1항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포함한, 투자 우대조치 및 보장.
(라) 제5조 7항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내용과 그로 인한 투자 우대조치에 대한 자격상실.
(마)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할 법적 실체의 지위에 대한 인정.

6.4 조건부 등록확인증 발급의 불이행: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3근무일 이내에 제6조3항에 의거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제6조6항에 의거 부적합 통지를 발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투자제안서는 등록되는 것으로 보며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즉시 신청인에게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6.5 조건부 등록확인증과 함께 제공할 정보: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조건부

등록확인증과 함께 투자지침 및 제6조3항(가)호에 언급된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6.6 부적합 통지: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제6조1항(나)호에 의거 투자제안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가) 그 투자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및
(나)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 소위원회로 하여금 개정된 투자제안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

제 7조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
7.1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여러 종류의 승인 및 인가 발급에 조력: 제6조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확인증이 발급된 후,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신청인을 위하여, 제6조
지방/행정자치도시의 관련 부처, 부, 당국, 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3항(가)호에 언급된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

7.2 보증금 납부: 투자자는, 해당 사용권 계약에서 요구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용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투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7.3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소지한 자가 제6조3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발급 받은 때에는,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7.4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행시한: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소지한 자가 그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 근무일 이내에 제6조3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7.5 관련 기관에 대한 다른 승인신청: 제7조4항에 의거 평의회 또는 지방/시로부터 최종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더라도 신청된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획득 및 수령할 신청인의 의무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7.6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개시: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하며 투자법 제14조1항 및 본 부칙령 제15조1항에 의한 법인세 면제기간에 대한
사업개시초기기간은 이 시점에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7.7 그 밖의 승인을 신청할 의무: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주소, 본사, 사업장, 상호, 주식의 변동 및 그
밖에 투자제안서와 투자자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그 변동일로부터
십(10) 근무일 전에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서면으로 해당 변동사항에 대한 서면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십(10) 근무일까지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조 최종 등록확인증의 철회 또는 취소
8.1 최종 등록확인증의 철회: 투자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최종 등록확인증은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발행한 일자에 그 발행이 철회되는 것으로 한다:

(가) 투자자자 사기 또는 허위진술을 통하여 최종 등록확인증 또는 의무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 계약서상에 합의에 의하여 해당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용권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3항에
언급된 모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육(6)개월 이내에 투자활동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8.2

최종

등록확인증의

취소:

투자자가 투자법

제21조(신설)에

의거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최종 등록확인증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그
투자자자 투자법 제22조 (신설) 및 23조 (신설)를 전부 이행한 때에 한하여 해당 최종 등록확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8.3 최종 등록증의 철회 통지: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가 본 조에 따라 최종 등록확인증을
철회하는 경우,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투자자에게 그 철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8.4 이의제기: 최종등록원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의하여 본 조에 따라 최종 등록확인증이
철회되는 투자자는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로부터 제8조3항에 의거 서면으로 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평의회의 공동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5. 투자 우대조치의 상실: 최종 등록확인증이 철회 또는 취소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그 철회 또는
취소일로부터 최종 등록확인증에 명시된 투자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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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합병
9.1 2 명 이상의 투자자, 또는 한 명의 투자자와 타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그 신규
기업체가 그 투자자의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최종 등록확인증에
명시된 투자 우대조치 및 투자보장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규 기업체는 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투자자 등록 및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등록확인증을 신규 기업체
앞으로 양도해 줄 것을 그 합병 및 최종 등록확인증의 양도일로부터 10 근무일 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9.2 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제9조1항에 의거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십(10) 근무일 이내에 그 신규 기업체에 최종 등록확인증등록 및 양도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미 등록자에 의한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인수
10.1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매수하고 그 투자자의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최종 등록확인증에 명시된 투자 우대조치 및 투자보장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투자자 등록 및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등록확인증을 신규 기업체 앞으로 양도해 줄 것을 그 최종 등록확인증의
양도일로부터 10 근무일 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원문 맨 끝 줄의 <new entity>는
<purchasing entity매수 기업체>의 착오로 보임

10.2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제10조1항에 의거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십(10) 근무일 이내에 그 매수 기업체에 최종 등록확인증등록 및 양도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3 투자자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투자자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주식의 양도가 있기 전 십(10) 근무일 이내에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그 양도를 신청하고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로 하여금 십(10)일까지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4 제10조3항에서 "지배"라 함은 적어도 20%의 투자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1조 다른 투자자에 의한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인수
11.1등록된 투자자가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소유권을 매수하고 그 투자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투자 우대조치 및 투자보장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매수 투자자는 그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그 인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전 이내에 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그
인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1.2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는 제11조1항에 의거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십(10) 근무일 이내에 그 매수 투자자에게 최종 등록확인증 등록 및 양도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등록 또는 승인신청의 불이행
어느 신규 신청인 또는 매수 투자자가 제9조 또는 10조에 따라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 투자자가 제11조에 따라 평의회 또는 지방/시 투자소위원회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규 신청인 또는 매수 투자자는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투자 우대조치
및 보장 중 어느 것에 대한 권리도 부여 받지 아니한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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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합작회사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합작회사의 형태로 할 수 있다. 합작회사는 캄보디아 기업간, 캄보디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 그리고 외국 기업간에 구성될 수 있으며 정부기관과의 합작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합작회사가 캄보디아 내에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국적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 경우, 캄보디아 기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최대지분합계는 사십구 퍼센트 (49%)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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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칙
14.1 납세 책임:투자자는 재무관리법, 조세법, 투자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14.2 천연자원: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의 분배계약 또는 목재, 광석, 금 및 귀금속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
관련 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조세법의 개정법 제20조2항에 따라 결정한다.

14.3 제한: 세금 및 관세의 전액 또는 부분 면제는 본 부칙령에 규정된 법인세 납세 의무액의 납부와
관세의 납부에만 적용된다. 이 면제에 아래의 세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법 제25조 (신설) 및 제26조(신설)에 명시된 급여세 및 원천징수세와 배당액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그리고
(나) 부가가치세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종량세, 수입시에 지급해야 할 관세 및 조세, 그리고
시행 중인 법률에 명시된 그 밖의 모든 세금.
제15조 법인세
15.1법인세 면제기간: 투자법 제14조1항에 따라, 법인세 면제기간(사업개시초기기간 + 3년+
우선권 부여기간)은 본 조에 따라 결정한다.

15.2 사업개시초기기간: 투자법 제14조1항의 경우, 법인세 면제기간의 사업개시초기기간은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행일에 시작하여 아래의 기간 중 빨리 도래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에 끝나는
기간으로 한다:

(가)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이익을 내는 경우, 최초로 이익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그리고
(나)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와 관련된 투자활동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 3차 과세연도.

투자법의 본 항(15조 2항) 및 제14조1항에서, 이익은 조세법 제17조에 의한 손실의 이월 규정에
관계 없이 산출된 과세소득을 말한다.

15.33년: 이 기간은 기준년도 직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에 연속되는 2개 연도를 말한다.

15.4 우선권 부여기간: 제무관리법에 의거 결정된 우선권 부여기간은 제15조3항에 규정된 삼 년의 세

번째 과세연도 직후에 시작된다.

15.5 개정 투자법이 공포된 후에 등록된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의 선납: 법인세의 선납은
투자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받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6 개정 투자법이 공포되기 전에 승인 받은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의 선납: 새로운 투자법
제24조 (2)항이 적용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조세법 제28조(신설)에 따라, 전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을 포함한 총 매출액에 대하여 1%의 비율로 법인세를 매월 선납해야
한다.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에 의하여 결정된 면제기간 동안에 실현된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총 매출액은
법인세의 선납이 면제된다.

15.7조세법 제24조(신설)에 따라,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최저 세금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에 대한 관세 면제
16.1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에 대한 면제-내수용 적격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제14조5항에 따라, 내수용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하여 수입된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는 관세가
면제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그 생산제품의 일부를 직접 수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산업용으로 공급한 경우, 수입 당시에 세금이 부과되고 추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 투입물의 수량은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세면제 자격이 부여된다.

16.2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에 대한 관세의 면제-수출용 적격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제14조6항에 따라, 수출용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하여 수입된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세관 보세창고 제도 하에 운영되는 수출용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관세의 면제는 그 제도에 적용되는 시행 중인 관조세법규에 따른다. 가공된 생산 투입물 중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것은 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입 시점에 적용되었던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6.3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에 대한 관세의 면제-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제14조7항에 따라, 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하여 수입된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지원산업용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그 생산제품의 100%를
수출산업에 공급하지 않거나 그 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출산업용으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직접 수출되지 아니한 수량에 해당하는 생산
투입물에 대하여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6.4 관세면제 절차: 평의회는:

(가) 각 투자목적을 위하여 적격 투자프로젝트에서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을 수입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대조치의 부여를 검토하기 위하여 평의회의 구성원 및 경제재무부로 구성된
기관간 장치(inter-institution mechanism)를 설치해야 하며,
(나)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16.5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의 양도 또는 판매: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거나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와 무관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투자자는 즉시:
(가) 그 양도 또는 판매가 평의회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 실시되는 경우, 시행 중인 관세법규에 의거
산출된 금액의 관세 및 세금을 이십팔(28) 근무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나) 그 양도 또는 판매가 평의회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되는 경우, 시행 중인
관세법규에 의거 산출된 금액의 관세, 세금 및 벌금을 이십팔(28) 근무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다) 본 제16조5항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관세,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다른 벌금을 포함하여, 수입허가 및 투자법에 의거 제출된 관세면제 신청의
심사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16.6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의 양도 또는 판매: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은 어느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받고 수입된 생산설비,
건설자재 또는 생산 투입물을 다른 투자자에게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양도 또는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평의회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신고의무 및 의무이행 확인서

제17조 신고의무 [**제17조/18조의 하위 항목의 번호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임]

18.1 세무신고 의무: 조세법 제104조(신설)에 언급된 대로,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매월 및 매년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세무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세금을 그
과세연도에 대한 의무이행 확인서와 함께 세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18.2 관세면제 신고 의무: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의하여 수입된 모든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는 모든
통관절차를 따라야 한다. 수입 후 삼십(30) 근무일 이내에,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정부지정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그 물품의 감정평가 서류를 포함한 통관서류의 확인된 사본을 평의회 및 세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의무이행 확인서
19.1 의무이행 확인서: 각 과세연도에,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의무이행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우대조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

19.2 자동 발급: 제18조 4항 및 5항에 의거 평의회가 철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평의회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각 회계연도의 말일로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의무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9.3 발급 불이행: 제18조4항 및 제18조5항에 의한 철회를 조건으로, 평의회가 제18조2항에 의거

의무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인서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19.4 심사권한: 평의회는 의무이행 확인서를 보유한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제18조6항에 의거 제출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다.

19.5 투자 우대조치의 상실: 평의회는 제18조4항에 의거 합리적으로 심사한 후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본 조에 의거 제출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의무이행 확인서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의무이행 확인서의 철회일로터 모든 투자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19.6 제출할 자료: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모든 투자자는 평의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익년도 3월31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 매년 재무제표;
[**원문의 <remarks>는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의 의미로 보았음]

(나) 투자자가 (i) 조세법에 의하여 그 연도에 대한 세무신고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별
세무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제출하였고, (ii) 세무부의 감사를 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결정된 모든
세금, 부과금, 이자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세무부의 납세의무이행확인서.

(다)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및 생산 투입물의 유효한 수입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서 생산된 완제품의 유효한 수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그리고 매년 부동산 재고목록.

(라)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 01S 양식으로 된 투자 자료표

제7장 소유권 및 토지 사용

제19조 소유권

19.1 소유권: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캄보디아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19.2 소유권의 등록:

토지 소유권을 등록하려면,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적사무소에

등록을 위한 모든 양식을 작성하거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19.3 소유권: 캄보디아의 헌법에 의거,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토지의 사용
20.1 캄보디아 법인: 소유권에 추가하여, 캄보디아인 투자자는 양허(concession), 임차, 양도, 그리고
담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다.

20.2외국 법인: 외국법인은 사용권, 십오(15)년 이상의 장기 임차 그리고 갱신 가능한 단기 임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에는 건물, 약정(arrangement)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실시한 개선작업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다만 그 권리의 사용은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야 한다.

20.3 국유지의 임차: 국가로부터 어느 필지의 토지든지 임차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0.4 전대(轉貸): 국가로부터 어느 필지의 토지든지 임차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를 전대할 수 있다.

제8장 노동력

제21조 노동력의 사용

평의회는 투자자들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및 그 규정에 따라 비자와 체류할 권리
그리고 적절한 여행허가의 획득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조언하고 관련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투자자가 캄보디아의 국민 중에서 구할 수 없는 외국인 직원 및 관리 전문가, 기술직원, 숙련 작업자를
충원할 경우, 평의회는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일할 외국인 종업원들을 시행중인 노동법,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충원할 권리를 획득하기 쉽도록 와야 한다

제9장 처벌
제22조 처벌
투자자가 본 부칙령 또는 투자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본
부칙령 제8조1항, 제12조 또는 제18조 5항 또는 의무의 해태/불이행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제10장 경과규정

제22조 투자법이 개정되기 전에 승인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적격 투자프로젝트 인정

23.1
1994년8월5일자 칙령 제 03/NS/94호로 공포된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거 승인을 받고 본 부칙령의
시행일 전에 그 활동이 시작되는 투자프로젝트는 그 투자자가 그 프로젝트를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인정
받기 위하여 평의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투자법 및 본 부칙령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후에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인정하기로 한다.
평의회는 삼(3) 근무일까지 상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적격 투자프로젝트 인정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승인을 받았으나 투자활동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얼마 동안 투자활동을 시작했으나 그 뒤에

평의회에 그 연기 또는 종료에 관한 통지 없이 투자활동을 연기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그
투자프로젝트는 그 투자프로젝트를 추천하기 전에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류의 추가 조정을 거쳐야 한다.

23.2 투자법의 개정사항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 받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우대조치.
투자법의 개정사항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캄보디아 투자법의 개정사항이 공포되기 전에 9%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자격이 부여된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인정 받은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자가 본
부칙령 제6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캄보디아 투자법의 개정사항 및 본 부칙령이
공포된 후에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오(5)년을 넘지 않는 잠정기간 동안 상기 9%를 적용 받을 권리를
가진다.
투자법의 개정사항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평의회에
의하여 서면으로 투자 우대조치가 제공된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자가 본 부칙령 제6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물의 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관세면제의
형태로 우대조치를 받을 권리를 계속 가진다.

제11장
종결 규정

제24조 폐지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1997년12월29일자 부칙령 제88/ANK/BK호,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부칙령의

1999년6월11일자

부칙령

개정에

관한

1999년6월11일자

제53/ANK/BK호의

개정에

관한

개정부칙령

제53/ANK/BK호,

2001년12월26일자

부칙령

제130/ANK/BK호 및 본 부칙령과 상충되는 그 밖의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25조
관방부(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장관, 경제재정부장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
부처의 장관, 전 기관장 및 지방/시 지사들은 서명일로부터 각자의 기능 범위 내에서 본 부칙령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05년

프놈펜,
수상

훈센

사본 배부처:
- 왕궁 담당부(Ministry of Royal Palace);
- 헌법평의회 사무처;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처;
- 삼덱(Samdech) 수상 내각;
- 정부 사무처;
- 제25조에 규정된 배부처;
- 기록 보관소 – 기록(Chronicle)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 9월27일자 부칙령 제111 ANK/BK호의 부록 I

금지목록 (제6조1항)
제1조 관련 법률 및 부칙령에 의하여 금지된 투자활동:
1.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성 물질의 생산/가공;
2. 독성 화학물질, 농약/살충제 및 그 밖에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제 규정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의 처리 및 그 폐기물을 사용하는 전력생산;
4. 삼림법에 의하여 금지된 삼림개발업;
5. 법에 의하여 금지된 투자활동.
제2조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투자활동
1.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 수입, 수출, 소매 (면세점 포함);
2.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수로, 도로 및 공로에 의한 운송 서비스;
3. 국제수준의 호텔 밖에 위치한 식당, 노래방, 술집, 나이트 클럽,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다만, 그 시설이
국제수준의 호텔 내에 위치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비 적격 투자프로젝트인 제3자에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상기 영업장을 임대한 경우, 그 투자자는 투자법의 개정사항에 의거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법인세 면제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4. 관광서비스 제공자, 관광 대리점, 관광정보 및 관광 홍보;
5. 모든 종류의 카지노, 도박업 및 서비스;
6.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를 포함한 통화 및 금융업 및 서비스;
7.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잡지, 영화, 비디오 생산 또는 복제, 극장, 스튜디오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한)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
8. 전문 서비스;
9. 생물다양성, 인간의 보건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10. 적법한 국내 공급처가 있는 천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목제품의 생산 및
가공;
11. 담배제품의 생산;
12.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식품 및 음료의 생산;

13.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섬유산업용 제품의 생산;
14.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의류, 섬유, 신발 및 모자의 생산;
15.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으로, 천연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 및 비품의
생산;
16.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종이 및 종이제품의 생산;
17. 투자자본이 미화 일백만 달러(US$1,000,000) 미만인, 화학제품, 시멘트, 농약,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18.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19.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가죽제품 및 다른 관련 제품의 생산;
20.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모든 종류의 금속제품 생산;
21.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전기 및 전자 기구 및 사무용품의 생산;
22.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완구 및 운동용품의 생산;
23.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의 생산;
24.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식수의 공급;
25. 투자자본이 미화 십만 달러(US$100,000) 미만으로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산업에 공급하는
지원산업;
26. 투자자본이 미화 팔백만 달러(US$8,000,000) 미만인, 국제 무역전시센터 및 회의장;
27. 투자자본이 미화 이백만 달러(US$2,000,000) 미만이고 규모가 일만 (10,000) 평방미터 미만으로
주차장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현대식 시장 또는 교역센터의 건설;
28. 투자자본이 미화 이십만 달러(US$200,000) 미만인, 동물 사료의 생산;
29. 투자자본이 미화 삼십만 달러(US$300,000) 미만인, 요업제품의 생산;
30. 투자자본이 미화 사백만 달러(US$4,000,000) 미만으로, 공업, 농업, 관광, 사회기반시설, 환경,
엔지니어링, 과학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기능계발, 기술 또는 폴리 테크놀로지(poly
technology)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훈련 기관;
31. 3성급 미만의 호텔
32. 객실 100개 미만의 호텔 또는 30동 미만인 관광객 여인숙과 최소 면적이 10 (10) 헥타르 미만인
관광지구 (휴양지)를 갖춘 종합 관광센터; [**원문의 length는 area의 착오로 보았음]
33. 투자자본이 미화 일백만 달러(US$1,000,000) 미만으로, 자연관광 및 토지면적 일천(1,000)

헥타르 미만인 규모의 자연관광지구 창설;
34. 호텔, 테마파크, 운동시설, 동물원을 포함하는, 오십(50) 헥타르 미만의 종합 휴양지;
35. 주차장;
36. 창고시설;
37. 투자자본이 미화 일백만 달러(US$1,000,000) 미만으로, 현대적 설비, 실험실, 외과수술, 엑스레이,
응급실, 약제실, (최대 3층 높이의 건물용) 승강기를 갖추지 않고 앰뷸런스와 시체 공시소가 없는,
병상 오십(50)개 미만인 종합진료소;
38. 투자자본이 미화 백만 달러(US$1,000,000) 미만인, 현대적 의약품 생산;
39.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전통적 의약품 생산;
40. 농업생산:
40.1 면적 일천 (1000) 헥타르 미만인 벼 재배
40.2 면적 오백 (500) 헥타르 미만인 모든 종류의 환금작물
40.3 면적 오십 (50) 헥타르 미만인 채소
41. 가축생산
41.1 일천 (1,000) 마리 미만의 가축 사육;
41.2 소 일백(100) 마리 미만의 낙농업;
41.3 일만(10,000) 마리 미만의 가금 사육;
42. 수산물 생산:
42.1 오(5) 헥타르 미만의 담수 양식업;
42.2 십(5) 헥타르 미만의 해수 양식업;
43. 목재 농원, 나무농장 및 야생동물 농장:
43.1 일천(1,000) 헥타르 미만의 목재 농원;
43.2 이백(200) 헥타르 미만의 나무농원;
43.3 일백(100) 마리 미만의 야생동물 사육;
43.4 오백(500) 마리 미만의 야생 조류 사육;
43.5 일천 (1,000) 마리 미만의 야생 파충류 사육

농림수산부는 상기 제43항에 있는 각 범주의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

44. 수출용 수산물, 곡물 및 환금작물의 냉동 및 가공:
44.1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수출용 수산물의 냉동 및 가공;
44.2 투자자본이 미화 오십만 달러(US$500,000) 미만인, 모든 종류의 수출용 곡물 및 환금작물
가공;
45. 모든 종류의 원격통신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46. 부동산 개발.
제3조 관세면제를 받을 자격은 있으나 법인세 면제를 받을 자격은 없는 특성을 가진 투자활동
1. 원격통신 기본 서비스;
2. 가스 및 원유용 기지제공 활동을 포함한, 가스 및 원유 탐사 및 모든 종류의 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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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신청신청서 (제5조2항)

I- S 신청인의 구조:
가. 일반 정보
- 성명 (자연인 또는 법인)
전화:

- 주소: - 신청인의 사무실 위치:

이메일:

팩스:
- 모회사의 명칭:

소:
팩스:

전화:
웹사이트:

이메일:

- 회사의 종류(해당되는 네모 칸에 대조필 표시)
 □법인  □조합
 □영리목적의 외국회사
주) 법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공개된 유한책임회사 및 1인 사원 비공개
회사
- 등기부상의 자본금:.. . 그 중, 외국인.

%, 내국인

%

- 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확인내용 (25%)

나. 신청인의 구성
주주
성명
1.
2.
3.
4.

국적

신분증 또는 여권

주소

지분비율

이사회 구성원의 구성 (제3자 포함)
성명

신분증 또는

국적

주소

여권

지분비율

번호 및
일자

1.
2.
3.
4.

II. 투자신청:

가. 일반 정보
- 투자활동:
- 투자부문: (해당되는 네모 칸에 대조필 표시)
□농업 □농공업 □ 토목공사 □ 에너지□금융 □ 공업
□광산□관광 □운송 □원격통신 □식수 □공업지구
□기타
- 신청인:
• 성명

주소

• 회사 내 지위

전화:

팩스:
번호:

• 위임장(회사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총 자본금 투자액:
• 건축/부지조성

일자:

그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자본금:
m2 가격:

USD 기존 건축물 신규 건물

• 생산설비(기계류, 생산설비, 기타 자재)의 가액:

USD (부록에 기술된 별첨 목록 첨부)

• 사무용품 가액 (USD):
• 기타 항목의 가액 (USD):
- 토지 면적 (m2):
- 자본금의 출처: 자체 자본금:

가격

USD
장기 은행 대출:

단기 은행대출:
가로

- 투자 장소: 토지 구획 번호:

부락

공동체/Sangkat

지방/도시…………….............면적............. m2

지역
- 프로젝트 시행계획:
•

공사 착공:

예상 완공일자

• 기계류 설치시점

생산개시

-제품 관련 정보:
연간 생산능력
제품의 종류

1차연도

단위
수량

금액

시장

완전 가동시
수량

금액

내수(%)

수출(%)

- 노동력 충원
직종

초기
현지인

완전 가동시
외국인

- 관리직
- 엔지니어
- 기술직(Technician)
- 고문
- 관리직
- 숙련공
- 비 숙련공
총계
- 필요한 연간 생산투입물 (원자재): 부록에 첨부된 양식에 기입할 것

현지인

외국인

- 동력 및 용수 필요량:
m3/년, 가스:

• 연간 석탄 또는 화목(땔감):

……………톤/년

톤/리터/년

• 석유:
• 전기 (조립용 동력):.

MW, 연간 소요량

• 용수 사용량:

m3/년

…………… KWH

나. 선택: □ 법인세 면제 및 투자보장
□ 특별 감가상각 및 투자보장
□ 투자보장 (우대조치는 요구하지 않음)
(3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서 투자자는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 환경에 관한 정보:
• 원자재 및 완제품을 투자지역으로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부터 운송하는 방법:

예상 물량:

액체 폐기물:
가스 배출량:

m3/월

고체 폐기물:

m3 또는 톤/월

/일

예상 농도 일람표:
하수 배출 공정

-수소이온농도:

- 암모니아 (NH3)

- 질산염 질소

- 중금속

- 페놀 (C6H5OH)

- 오일 및 그리스

- 혼탁도

- 전도도

- 물에 용해된 고체 물질의 총 개수
- 물에 (침니로) 막힌 고체 물질
• 대기 중 가스 분자의 증발량
- 일산화탄소

- 이산화 질소

- 산화황

- 오존

-납
•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의 폐기지역과 가스 배출용으로 사용되는 장소

• 소음 및 진동 증가의 출처

• 종업원 및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 식수 공급:
- 보건, 안전:
- 위생:
- 고체 폐

라- 세금에 관한 자료
부록으로 첨부된 양식에 기입할 것.

마-

회사설립계약서 및 정관에 관한 자료

회사의 정관 주주들의 사진,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여기에 첨부할 것
III. 보증: 프로젝트의 소유주로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자 한다:
•

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 제1조 부록 I에 언급된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기 자료는 정확하며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다.
신청 연원일:

일

월

연도

서명

ANNEX 2-1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9월27일자
부칙령 제111 ANK/BK호의 부록 2-1

투자프로젝트에 필요한 생산설비의 목록

번호

품목 목록

단위

수량

1

2

3

공급선

단가

총액

(USD)

(USD)

현지

수입

4

5

6

7

총계

ANNEX 2-2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9월27일자
부칙령 제111 ANK/BK호의 부록 2-2

투자프로젝트에 필요한 생산투입물의 목록
.
연간 소요량
번호

품목 목록

1

총계

단위

2

단가
USD

3

현지
수량
4

수입
총액
(USD)
5

수량
6

총액

기타

(USD)
7

8

ANNEX 3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9월27일자
부칙령 제111 ANK/BK호의 부록 3

(제6조3항)
조건부 등록은 투자법 및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에 따른다.
투자자의 성명:
투자자의 주소: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세부 내역

투자자의 캄보디아 내 대리인 성명,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승인서, 인가서, 인허장,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과, 신청인이 각 관련 부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서류의 발급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또는
기관

승인 등.

부처

기준a

(삽입)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 제5조5항에 의거 투자자가 선택한 내용.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 제5조7항에 의거 투자자가 선택한 내용.

최종 등록증이 발급되는 경우,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제14조1항에 의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포함하여 그

적격 투자프로젝트가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투자 우대조치 및 보증.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할 투자자의 회사설립계약서 및 정관

캄보디아
국민 종교 왕

캄보디아 정부 제147 ANK.BK호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ANUKRET (부칙령)

• 캄보디아 헌법을 확인하였고;
• 캄보디아 정부의 구성에 관한 2004년 7월15일자 칙령 제NS/RKT/0704/124호를 확인하고;
• 관방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20일자 칙령 제02/NS/94호를 확인하고;
• 캄보디아 투자법에 관한 1994년 8월5일자 칙령 제03/NS/94호와 캄보디아 투자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공포하는 2003년 3월 24일자 칙령 제NS/RKT/0303/009호를 확인하고;
•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제1장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

제1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이하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삼덱 훈 센 수상
2- Samdech Krom Preah Norodom Ranariddh/ 정부 특별고문
3- H.E Keat Chhon/수석장관, 경제재무부 장관

공동 의장
공동의장
제1부의장

4- H.E Cham Prasidh/ 수석장관, 상무부 장관

부의장

5- H.E Kong Vibol/경제 및 재무 담당 국가 제1서기 (장관급)

부의장

6- 관방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7- 왕궁담당 장관(Minister of the Royal Palace) 또는 그 대리인

위원

8- 공동 내무부 장관(Co- Ministers of Interior) 또는 그 대리인

위원

9- 공동 국방부 장관(Co- Ministers of Defense)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0- 외무/국제협력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1-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2- 공보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3- 농촌개발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4- 보건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5- 문화예술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6-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7- 수자원 및 기상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8- 우편통신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19- 노동/직업훈련부 담당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0- 여성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1- 사회문제, 상이군인 및 청소년 갱생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2- 광공업/동력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3- 기획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4-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5- 환경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6- 공공사업 및 교통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7- 관광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8-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9- 의회관계 및 검사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0- 제례 및 종교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1- 중앙은행 총재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2- 공익서비스 사무국 사무국장(Secretary of State)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3- 민간항공 사무국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4- 캄보디아 군 총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5- 국립경찰청장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6- 국립헌병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

위원

37-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

위원

38-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위원

39-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

위원

40- 캄보디아 경제특구 평의회 사무총장

위원

41- 캄보디아 국립석유청장

위원

42- 지방/시 지사 또는 그 대리인

위원

43- 프놈펜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그 대리인

위원

2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의 직접 감독을 받는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CRDB”);
2. 사무총장의 직접 감독을 받는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IB”);
3. 사무총장의 직접 감독을 받는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CSEZB”); 및
4.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의 직접 감독을 받는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총사무국.

3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및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각 사무총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차장의 조력을 받는다. 각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사무차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의 조직구조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1. 홍보 및 원조 조정
2. 문서화 및 정보
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상호 원조 관리
4. 유럽, 유럽연합 및 미주 국가들과의 상호 원조 관리
5.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을 포함한) 다자간 원조의 관리
6. 유엔개발계획 및 그 밖의 유엔기구로부터의 원조 관리
7. 비 정부기구와의 조정 및 관계
8. 사업계획 평가

9. 관리

제5조.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 조직구조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1. 민간투자의 홍보 및 촉진
2. 투자프로젝트의 평가 및 우대조치
3. 환경영향 평가
4. 부처간 조정
5. 민간투자전략 분석
6. 법률문제 및 투자법
7. 투자프로젝트 감독
8. 관리

제 6조.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조직구조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된다:
1. 정책 및 계획입안
2. 운영 및 경영
3. 프로젝트의 분석 및 등록
4. 관리

제 7조. 총 사무국은 4개의 지원부문으로 구성된다:
1. 법률문제 및 분쟁해결
2. 금융 및 관리
3. 인원
4. 전략적 계획입안

제 8조. 각 부서 및 지원부문은 부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부서 또는 부문의 책임자로부터 감독을
받고 1 명 이상의 부책임자들로부터 조력을 받는다.

제 9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일일 운영은 아래 평의회의 구성원들이 담당한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
2.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부의장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
4.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
5.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
6.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

제2장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역할과 책임

제 10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정부의 행정기관이며 부여된 책임은 아래와 같다:
재건 및 개발, 공공 및 민간 투자, 그리고 경제특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문기관” 겸 “원스톱 서비스 기관”의 역할 수행;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캄보디아를 위한 개발계획 및 전략의 준비 지도;
국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외부 원조의 수령 및 배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국가,
양자/다자간 기구 및 비 정부기구들로 하여금 경제전략의 구상과 캄보디아의 재건 및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을 절실하게 받아 들이도록 그 국가 및 기구들과 함께 작업;
부처/그 밖의 정부기관과 원조 공여국/국제 원조 공여기관 간 작업은 물론, 부처/그 밖의 정부기관과
투자자간 작업의 원활화 및 조정;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자원의 활용에 대한 지도 제공;
원조 공여자 및 투자자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함;
재건 및 개발, 공공 및 민간 투자, 그리고 경제특구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검토 및 결정.

제11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투자프로젝트를 관방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본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2.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계 있는 프로젝트;
3. 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수반하는 프로젝트;

4.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5. 장기 전략을 가진 프로젝트; 또는
6. 사회기반시설의 양허(concession)를 수반하는 프로젝트.

제12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그 조치에 대하여 관방부에 책임을 진다.

제13조. 재건 및 개발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아래의 역할 및 책임을 진다:
1. 정부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공여자인 국가, 국제기구 및 비 정부기구 간 접촉에서 중심점 및 “원스톱
서비스” 기구로서 역할 수행 및 원조의 수령과 배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부처 및 그 밖의
정부기관과의 접촉에서 중심점 및 “원스톱 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mechanism이 누락된
것으로 보았음]-이하 같음
2. 개발활동에서 정부의 소유권 및 지도력을 강화하고 원조 공여자 공동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협력의 관리에 대한 전략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개발전략계획과 부문별 개발계획에 명시된 우선과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원조의 동원 및
배분;
4. 외국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프로젝트 및 개발계획의 실행을 개발제휴선과 조화되도록
선도;
5. 정책의 토의 및 수립을 위한 기구인 정부-원조공여자 조정평의회에 기술적 지원 제공 및 공동
기술실무팀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제공;
6. 캄보디아의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개념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연속적인 조치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기간, 단기, 중기 및 장기간 동안 국가의 최우선 필요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
이러한 조치계획은 서로 연관되고 또한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7. 캄보디아의 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및 부문별 계획 수립에 참여;
8.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 하에 공공투자의 관리. 이 과정은 주로 캄보디아를 재건 및 개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내 자원과 외부 원조를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및 방향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9. 수상의 권한 위임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원조를 수령하고 배분하기로 양자간 및/또는 다자간 원조
공여자 및 기구와 합의서에 서명;

10.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캄보디아를 위한 자문그룹”과 같은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에 대한 준비작업 지도; 그리고
11. 재건 및 개발작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제14조 공공투자의 관리에 있어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전략적 개념에 관한 기본 틀과 공공투자 정책의 설정은 물론 중기 및 1년간의
공공투자 계획 및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조정기구이다;
2. 외무/국제협력부는 공식적인 외교창구로 한다;
3. 기획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5개년 계획 및 공공투자 계획을 작성한다;
4. 경제재무부는 중기 거시경제적 기본 틀과 매년 공공투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작성하고
조달자금의 배분을 관리한다; 그리고
5. 직계상급(line) 부처는 기획부 및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문별 공공투자
프로젝트 및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프로젝트 및 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제15조. 각 부처 및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공공투자에 관한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시행한다.

제16조. 관방부, 부처 및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각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계획 및 프로젝트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17조.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제3조에 명시된 투자관련 사항의 심사 및 승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기구 및
정부의 “자문기관” 역할 수행;
2. 국제시장에서 캄보디아의 “경쟁우위” 조사, 캄보디아에 대한 민간투자의 미래상 정립 및 캄보디아를
“캄보디아주식회사”로 전환. 민간투자를 위한 전략을 작성하고 민간투자용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
3.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민간투자용 프로젝트의 촉진 및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에게 통보;
4. 사회기반시설 사용권 프로젝트의 관리 조정;
5. 민간투자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관련법규의 입안 및 개정에 관하여
정부에 제안 및 권고;
6. 국내 및 해외에 배포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에 관한 설명서 및 규정 작성; 그리고
7. 민간투자에 관한 시정조치를 검토 및 권고하도록 정부에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제출

제 18조. 민간투자의 관리에 있어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관련 부처 및 그 밖의 정부기관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비록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은 없으나, 석유, 가스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포함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및 승인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기구이다.
2.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통하여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및 승인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관련부처 또는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에 관한 각자의 임무를 담당 및 시행한다.

제20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관방부, 기획부, 경제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그 밖의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21조. 경제특구에 관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 정부, 공공-민간 합작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제시한 캄보디아 내의 경제특구 설치에 관한 신청서를
심사 및 승인하는 데 “원스톱 서비스” 기구 및 정부의 “자문기관”의 역할 수행;
2.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전략적인
계획의 분석 및 개발; 개발업체 및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특구에 대한 미래상의 설정 그리고
캄보디아를 장래의 현대적인 비즈니스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그 미래상의 실현;

3.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경제특구 투자프로젝트를 촉진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업체들에게 알림;
4.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특구의 관리를 제안 및 조정;
5. 경제특구의 개발 및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특구 관련법규의 입안 및 개정에
관하여 정부에 제안 및 권고;
6. 우대조치 및 투자보장을 관리, 제공하고 요구에 응하며 경제특구에 대한 검사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특구에 공무원 임명; 그리고 정부에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시행.

제22조.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관련 부처 및 그 밖의 정부기관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신청서의 등록을 심사 및 승인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기구이다.
2.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통하여 경제특구 설치프로젝트를 심사 및 승인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각 경제특구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해야 하며
해당 경제특구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인허가 발급업무가 효과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기능

제23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2.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 주재;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에서 토의 지휘 및 질서

유지;
4.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의 의사록에 서명;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의 임시회의 소집; 및
6.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예산관리에 대한 책임.

24조. 수상은 경제특구의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공식화를 지휘하고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25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의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A- H.E Keat Chhon, 제1 부의장: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의 부재 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책임;
2. 전반적인 전략적 개발정책에 대한 권고 및 제안 담당;
3. 특히, 공공투자 문제의 조정과 외국 원조의 동원 및 조정에 역점을 두고,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의
운영 담당;
4.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일일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의 부재 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 주재 및 그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
6.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와 정부의 다른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정 담당;
7. 원조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적 협력 담당;
8.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기 전에, 재건,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의하여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기구 회의 주재; 그리고
9.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그 밖의 임무 집행

B- H.E Cham Prasidh, 부의장: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 및 제1부의장의 부재 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책임;
2. 교역, 산업 및 민간투자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권고 및 제안 그리고 그 정책 및 전략의 시행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담당;
3. 아세안(ASEAN) 협약 안에서 아세안의 기본 틀에 따라 모든 투자 문제 담당;
4.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의하여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기구의 회의 주재;
5. 수상으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서 우대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의류공장, 신발공장, 지원산업, 호텔 및
프로젝트와 같은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및 승인; 그리고
6.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그 밖의 임무 집행.

C- H.E Kong Vibol, 부의장: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 및 다른 부의장 2명의 부재 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책임;
2.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 담당;
3. H.E Cham Prasidh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책임에 의하여 고용되는 경우,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에 의하여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기구회의 주재;
4. 다른 2명의 부의장과 조정을 통하여, 아세안투자자유지역(AIA) 관련 사항 담당;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 및 다른 부의장 2명의 부재 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6.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그 밖의 임무 집행.

제26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및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정 및
감독은 물론,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
2. 교역, 산업, 민간투자, 및 경제특구의 개발 관련 정책 및 전략 시행의 관리/감독에 대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기술분야 “자문기관”의 역할 수행;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를 위한 업무계획, 안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해당
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서명 받음;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보도자료 작성;
6.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검토/승인을 받기 위하여 재건 및 개발, 민간투자,
그리고 경제특구에 대한 반기 및 연간 보고서의 작성 시 조정책임;
7. 재건 및 개발, 투자, 그리고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기구회의에
참석;
8.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 또는 부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그 밖의 임무 집행; 그리고
9. 정부-민간부문 포럼 사무총장.

제27조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의운영 관리;
2. 재건 및 개발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회의의 안건 및 필요한 서류 작성;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를 위하여 재건 및 개발의
제반 문제와 관련된 필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 조력제공;
4. 해당 직계상급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투자 프로젝트 및 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고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조치를 위한 요약 보고서 및 건의사항 제출;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이 정부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검토/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반 재건 및 개발사항에 대한 반기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력 제공;

6. 재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기구회의에 참석; 그리고
7.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 또는 부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재건 및 개발에 관한 그 밖의 임무
집행.

제28조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운영 관리;
2. 민간투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회의의 안건 및 필요한 서류 작성;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를 위하여 제반 민간투자
문제와 관련된 필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 조력제공;
4. 해당 직계상급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민간투자 프로젝트 및 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고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조치를 위한 요약 보고서 및 건의사항 제출;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이 정부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검토/승인을
받기 위하여 민간투자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반기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력 제공;
6.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기구회의에 참석; 그리고
7.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 및 부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투자에 관한 그 밖의 임무 집행.

제29조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관리;
2. 경제특구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 회의의 안건 및 필요한 서류 작성;
3.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를 위하여 제반
경제특구문제와 관련된 필요 문서를 작성하는 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 조력제공;
4. 해당 직계상급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경제특구 프로젝트 및 계획의 실행 및 개발을 감독하고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조치를 위한 요약 보고서 및 건의사항 제출;
5.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이 정부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검토/승인을
받기 위하여 경제특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반기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력 제공;
6.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을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기구회의에 참석; 그리고

7.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공동의장 또는 부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경제특구에 관한 그 밖의 임무 집행.

제30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위원의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제건 및 개발, 민간투자 및 경제특구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적인 기본 틀과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투자프로젝트 및 계획,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경제특구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에 참여;
2.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특구 프로젝트의 시행에 대한
검토에 참여; 그리고
3. 정부의 검토/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기 전에 제반 재건 및 개발, 민간투자 및 경제특구 문제에 대한
반기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의 검토/승인.

제31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3주일마다 소집한다.

제32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소집한다.

제33조. 필요한 경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
또는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4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 및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전체회의의 기능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내규에 명시한다.

제35조. 재건 및 개발, 투자 및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검토/승인하기 위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원스톱 서비스" 기구의 기능수행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가. 외무/국제협력부, 경제재무부, 관방부 및 기획부는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를 지원하도록 각각
부서장의 지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공무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고하고 지시 및 권고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그리고
• 외국어, 특히 영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부의 다른 부처 및 기관도, 그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를 그 문제에 국한하여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해당 회의일자로부터 일 주일 전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모든 대표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회의에서 검토/승인 받을 전체 서류를 제공하여, 관련 기관의 장이
그 서류를 검토하고 각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또는 계획을 "원스톱
서비스" 회의 안건에 포함하여 검토/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마.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은”원스톱 서비스”회의의 결과에 대한 서류 및 정보를 작성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서류 및 정보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가. 경제재무부, 관방부, 상무부, 기획부, 광공업/동력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은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를
지원하도록 각각 부서장의 지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공무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고하고 지시 및 권고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그리고
• 외국어, 특히 영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부의 다른 부처 및 기관도, 그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를 그 문제에 국한하여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해당 회의일자로부터 일 주일 전에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모든 대표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회의에서 검토/승인 받을 전체 서류를 제공하여, 관련 기관의 장이
그 서류를 검토하고 각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캄보디아 투자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또는 계획을 "원스톱
서비스" 회의 안건에 포함하여 검토/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마.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은”원스톱 서비스”회의의 결과에 대한 서류 및 정보를 작성한 다음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3-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가. 경제재무부, 관방부, 기획부, 상무부, 광공업/동력부,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은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를 지원하도록 각각 부서장의 지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공무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고하고 지시 및 권고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그리고
• 외국어, 특히 영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부의 다른 부처 및 기관도, 그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를 그 문제에 국한하여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해당 회의일자로부터 일 주일 전에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모든 대표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회의에서 검토/승인 받을 전체 서류를 제공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이 그 서류를 검토하고 각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또는 계획을 "원스톱
서비스" 회의 안건에 포함하여 검토/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마.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은”원스톱 서비스”회의의 결과에 대한 서류 및 정보를 작성하여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사무총장 및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충분한 서류와 정보를 받은 후,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은 그 서류를 차례대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안건에 포함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원스톱 서비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내규에 명시한다.

제37조.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공무원 중 자체 핵심요원과 자체 예산을 보유해야 한다.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수입 및 지출 관리는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종결규정

제38조

2001년7월27일자

부칙령

제70/ANK/BK호,

2002년11월12일자

부칙령

제112/ANK/BK호 및 2004년8월4일자 부칙령 제35/ANK/BK호는 폐지한다.

제39조 관방부 장관, 경제재무부 장관, 기획부장관, 상무부 장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장관,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관 및 사무국장 그리고 모든 관련 지방/시의 지사와 제1조에 열거된 자는
본 부칙령을 서명일로부터 유효하게 시행해야 한다.

2005년12월 29일, 프놈펜,
수상
서명 및 날인
훈센
삼덱 수상에게 제출함
수석장관

경제재무부 장관
키트 촌(Keat Chhon)

사본 배부처:
• 왕궁 담당부(Ministry of Royal Palace);
• 헌법평의회 사무처;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처;
• 삼덱(Samdech) 수상 내각;
• 정부 사무처;
• 제39조에 규정된 배부처;
• 기록 보관소 – 기록

캄보디아
국민 종교 왕

캄보디아 정부
제148 ANKr.BK호

경제특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칙령

캄보디아 정부는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하고;
- 캄보디아 정부의 구성에 관한 2004년 7월15일자 칙령 제NS/RKT/0704/124호를 참조하고;
- 관방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20일자 칙령 제02/NS/94호를 참조하고;
- 캄보디아 투자법에 관한 1994년 8월5일자 칙령 제03/NS/94호와 캄보디아 투자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공포하는 2003년 3월 24일자 칙령 제NS/RKT/0303/009호를 참조하고;
- 조세법을 공포하는 1997년 2월 24일자 칙령 제NS/RKM/0297/03호와 조세법의 개정법을 공포하는
2003년 3월 31일자 칙령 제NS/RKM/0303/010호를 참조하고;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에 관한 1989년7월26일자 캄보디아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포고령(Kret) 제57호를 참조하고;
-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2005년9월27일자 부칙령 제111 ANKr.BK를 참조하고;
-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2005년12월29일자 부칙령 제147 ANKr.BK호를
참조하고;
-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 캄보디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에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제1장
총칙

제1조 부칙령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본 부칙령은 빈곤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설치 및 관리하고 생산성 제고, 경쟁력, 국가의
경제성장, 수출촉진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투자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부칙령에서는 또한 캄보디아 경제특구 내에서 모든 투자활동의 설립, 관리, 조정 그리고 특구
개발업체 및 특구 투자자들의 투자촉진과 관계 있는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기존 정책의 기본 틀과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투명성, 효율,
책임 및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할 원칙과 조건을 시행함으로써 경제특구를 지원한다.

1-2 범위
본 부칙령은 캄보디아 정부 관련 부처 또는 기관,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특구 위원회 및
경제특구청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고 투자 우대조치 및 보장을 획득한 경제특구 개발업체 및
투자자들의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부칙령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는 본 부칙령에 의거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CSEZB)는 부칙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캄보디아 내에 경제특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임무를 가진 기구로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의 지배를 받는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를 말한다.
- 개발평의회는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거 설치된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를 말한다.
- 수출가공지구(수출가공지구)은 오직 수출용 물품의 생산 및 변환과 관련된 산업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의미한다.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서비스 제공생산 산출물, 제품, 자재 또는 다른 장비의 관련

서비스 제공, 보관, 실물선전, 포장, 세척 및 마무리를 위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으로 반입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수출입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캄보디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제외되며 이러한 수출입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공업지구 (GIZ)은 내수용 및 수출용 물품의 생산 및 변환과 관련된 산업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의미한다.t.
- 생산지역은 공업지구 내에서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생산설비는 수입 후 2년 이내에 그 자체로는 변환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생산 투입물을
실질적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기술 설비 또는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및 공구를 의미한다.
- 생산 투입물은 수입 후 2년까지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의 생산공정에서 완전히 변환 또는 활용되는 물품
(생산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반제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무실 비품 및
집기, 석유제품, 차량 및 차량용 예비부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산 산출물은 변환된 생산 투입물로부터 생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 적격 투자프로젝트 (QIP)는 최종 등록확인증을 받은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
- 주거지역은 경제특구 내에 있는 고용주, 종업원 및 근로자들의 숙소를 말한다.
- 서비스지역은 공업지구의 사무실 관리운영, 은행, 우체국, 상업용 창고 및 운송 서비스와 같은 산업 및
상업 운영을 위한 지원활동 지역을 말한다.
- 경제특구청은 경제특구의 현장에 있는 “원스톱 서비스”기구이며 또한 직계상급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전권에 따라, 우대조치의 승인을 비롯하여, 특구 투자자들에게 허가서,
면허증 및 등록증을 승인 및 발급하고 또한 국가의 관리권한과 관계 있는 모든 특구 투자 관련요구를
처리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 행정관리 단위이다.
- 경제특구는 경제분야의 발전을 위한 특별 지역으로서 모든 산업활동과 그 밖의 관련 활동을 한데 모아
놓은 곳을 말하며 일반 공업지구 및/또는 수출가공지구를 포함할 수 있다. 각 경제특구에는 하나의
생산지역이 있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서비스지역, 주거지역 및 관광지역을 둘 수 있다.
- 특구 개발업체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특구 내에서 물적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기업 설립,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허가를 받고 또한 특구 투자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캄보디아 및/또는
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 특구 투자자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특구 개발업체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며
특구 내에서 영업, 생산, 서비스 및 교역과 같은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캄보디아 및/또는 외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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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제특구의 설치
3.1.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조건:
1. 경제특구는 캄보디아 정부 및 개발평의회의 “원스톱 서비스”기구의 결정에 따라 캄보디아 내의
적절한 전략적 지역에 설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경제특구는 국가, 민간 기업 또는 국가와 민간 기업간의 합작회사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다.
3. 경제특구의 설치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위치와 지리상의 경계가 정확하고 면적이 50 헥타르를 넘는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
(나) 주위에 울타리 (각 특구 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각 투자자의 부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다) 관리사무소 건물, 경제특구청 사무실, 대규모 도로망, 식수, 전기, 그리고 통신망, 소방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현지 상황에 따라, 특구에는 근로자, 종업원 및
고용주를 위한 주거지역, 공원, 진료소, 직업훈련학교, 주유소, 식당, 주차장,쇼핑센터
또는 시장 등을 위하여 토지를 확보해 둘 수 있다.
(라) 하수 처리망, 폐수처리망, 고형 폐기물의 보관/관리 장소, 환경보호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회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각 특구의 지형, 정확한 규모를 고려하여 그리고 현행 법률, 국내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서 발표한 지시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환경 및 그 밖의 의무에 관한 기술적 요건, 규정 및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2. 경제특구의 설치절차:
1. 경제특구의 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특구 개발업체들은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경제특구 개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 투자프로젝트로 등록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발평의회의 “원스톱 서비스” 기구에 제출하여 해당
특구 설치신청의 불승인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임무를 가진다.

특구 개발업체는 칠백만 리엘(7,000,000 Riels)의 경제특구의 설치신청 수수료를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2.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이십팔(28) 근무일 이내에 해당 특구 개발업체에게 그 신청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회신해야 한다.
3.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로부터 경제특구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는 특구 개발업체는
일백팔십(180) 근무일 (이 기간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특히 특구로부터 외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수도-전기 공급망, 환경보호 조치, 그리고 현지 서비스비용, 토지
임차료, 공장 임차료, 용수, 전기, 전화 서비스, 보안 서비스, 특구 투자자를 위한 해당
지역 내 공공 면적 사용비용, 근로자, 종업원 및 고용주의 주거비용 그리고 직업훈련
센터 등 특구 내의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관련 부처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및 확인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요건은 해당 특구 개발업체의
조건부 등록증에 규정해야 한다.
4. 특구 개발업체로부터 제3조2항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프로젝트가 개발평의회에 제출된 후
일백(100) 근무일 이내에,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특구 개발업체를 대신하여 본 항에
명시된 대로 특구 개발업체에 대한 최종 등록증의 발급과 함께 승인서, 인가서, 면허증, 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관할 부처, 기관, 당국 또는 관련 관청으로부터 상기
서류를 수령해야 한다.
5. 경제특구 및 그 경계의 설치는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가 최종 등록확인증을 해당 특구
개발업체에 발급하는 시점과 동시에 부칙령으로 명시해야 한다.
6.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특구 개발업체가 최종 등록증을 받은 후 삼백육십오(365)일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중 적어도 삼십 퍼센트(30%)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특구의 설치에 대한 승인과 최종 등록증을 통하여 부여된 우대조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3.3. 특구 투자자의 등록절차:
어느 경제특구에서 관련 법률 및 부칙령에 의하여 허가 받은 분야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을 개시하는
특구 투자자는 근무시간 중에 투자제안서의 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경제특구청에
해당 절차에 따른 의례적 행위를 마쳐야 한다. 경제특구청은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법률과
부칙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관점에서 투자제안서의 등록여부 및 최종
등록증의 발급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임무를 가진다.

특구 투자자에게 제공된 우대조치는 경제특구청이 그 현장에 위치한 “원스톱 서비스” 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관련법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특구 투자자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경제특구청은 캄보디아 정부의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특구 투자자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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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제특구의 관리구조
4.1. 경제특구 중재위원회 (SEZ TSC)
경제특구 중재위원회는 경제특구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관점이든 법률적 관점이든, 모든 문제 또는 관련
부처와 기관의 공동 관할 하에 있거나 경제특구청 또는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관할 밖에 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임무를 가진다. .
경제특구 중재위원회는 또한 특구 투자자는 물론 특구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출된 불만을 접수하고 그
불만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임무를 가진다.
이 위원회는 개발 평의회 내에 설치되며 그 활동에 개발평의회의 인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특구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공동의장

공동의장

2- 관방부 장관

위원

3- 경제재무부 장관

위원

4- 상무장관

위원

5-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위원

6- 환경부 장관

위원

7- 광공업/동력부장관

위원

8-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위원

9-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위원

10-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사무총장

위원

11-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

필요한 경우, 상기 위원회는 개발평의회의 어느 위원이라도 본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제특구중재위원회 회의는 경제특구 중재위원회의 서기가 그 위원회 공동의장의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4.2.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는 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및 그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는 “원스톱
서비스”기관이다.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 경제특구의 개발을 위한 정책 및 방침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자문기관”이며; 그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개발지침을 정한다;

2. 경제특구청의 인원 임명, 특구 내에 “원스톱 서비스”기구의 설치, 특구의 일반행정 및 기능에
대한 관리, 그리고 특구의 분쟁 해결 및 최종 종결에 관한 원칙 및 규정을 결정한다;

3. 특구 개발업체에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시행중인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특구 투자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우대조치에 대하여 경제특구청을 지도한다;

4. 경제특구의 업무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원만한 관계도모를 포함하여, 관리 및 근로자 훈련, 환경, 건설, 수출입, 투자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 그리고 그 밖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5. 특구 내의 모든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그리고

6. 특구 개발업체, 특구 투자자, 근로자, 종업원, 고용주의 이익과 관계 있는 문제 및 그 밖의 기술 및
법률문제를 처리한다.

4.3. 경제특구청:
경제특구청은 각 경제특구에 영구적으로 주재하도록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 기구이며 아래와 같은 구조와 임무를 가지고 있다.

1. 경제특구청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대표자

의장

- 관세/소비세과의 대표자

위원

- CAMCONTROL의 대표자

위원

- 상무부의 대표자

위원

- 노동/직업훈련부의 대표자

위원.

상기 위원들은 각 특구가 가동되는 경우 각 직계상급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하여 각 특구에
영구적으로 주재하도록 선임된다.

2. 경제특구에 위치하는 경제특구청의 사무실은 특구 개발업체가 제공하며, 그 개발업체는 자재,
용수, 전기, 숙소를 공급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모든 상기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은 그 대표자에게 특구 내에서 그 권한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을
대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4. 경제특구청 구성원의 급여는 직계상급 부처 또는 기관이 지급한다.

5. 각 경제특구청은 경제특구청의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체 인장을
보유해야 한다.

경제특구청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각 권한에 의거, 물품, 운송수단 및 인원의 특구 내 반입 또는 특구 밖으로의 반출을 통제하고; 물품의
수출입을 위한 세관절차의 처리 및 특구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직계상급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의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특구 내의 활동과 관련된 특구 개발업체 및 특구 투자자들의 업무수행을 규정된 원칙에 따라
통제한다;
다. 투자제안서의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우대조치를 부여하며, 특구 투자자들로부터 요청 받은 허가서,
면허증 및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와 같은 사항은 특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라. 특구 내의 활동을 각 권한에 따라 통제한다;
마. 그 관할에 속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 개발업체와 협력한다;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관련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관련 부처 또는 기관,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그리고 지방 또는 시의투자소위원회에 제출할 특구의
활동에 관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아. 정부의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 관한 특구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정 및 처리하기 위한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한다.

4.4. 특구 개발업체:
특구 개발업체는 캄보디아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특구 개발업체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특구 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구의 활동을 관리할 인적 자원을 포함한) 충분한
자본과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나) 특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전기, 용수, 도로 및 통신망, 환경보호 및 관리망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창고, 소방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라) 토지를 임차하고 특구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구 투자자들에게 임차료 및 용수, 전기,
건물, 통신망, 공공 지역의 청소, 경비인원 및 그 밖에 특구 투자자들의 일일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 서비스 요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경비인원을 주선하고 특구 내의 공공질서가 항상 잘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바) 특구 내의 서비스에 관한 (특구의 내규를 포함한) 규칙과 특구 투자자들을 위한 일반 규칙을
채택하고 해당 특구의 특성에 따라 그 특구 내에서 운영이 허용되는 사업, 생산 및 서비스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사) 특구 내의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하고 특구의 투자를 위한 의례적 행위, 절차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품질과 청결을 보장하며 모든 불법행위 및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
지시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전적인 책임을 진다;
(i) 요구가 있을 경우,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제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j) 특구의 기능 수행에 관하여 경제특구청과 협조하고 경제특구청에 조력을 제공하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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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대조치에 대한 절차
캄보디아 내의 모든 경제특구에 대한 우대조치는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가 심사/부여한다:

5.1. 특구의 건설을 위하여 특구 개발업체가 실시하는 자재, 설비 및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한 세금면제
신청은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한다.

5.2.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 및 생산투입물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는 그 신청에 따라 그리고 법률에 따라
해당 특구 투자자에게 승인한다. 해당 특구 투자자는 수입 예정인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 및

생산투입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경제특구청에 제출하여 그 특구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후, 경제특구청은 캄보디아 경제특구 평의회 및 관련 기관에 참고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5.3. 특구 투자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회계상의 우대조치는 법률 및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시행에 관한
부칙령에 따라 특구 투자자들에게 발급될 최종 등록확인증에 명시해야 한다.
제 6조 세무상 우대조치
6.1. 특구 개발업체는 그 투자활동에 대하여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가) 법인세: 법인세 면제기간은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제14조1항에 따라 최대 구(9)년간 제공된다. .
(나) 수입관세 및 그 밖의 세금: 특구 내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설비 및 건설자재의
수입이 허용되며 수입관세와 그 밖의 세금이 면제된다.
6.2. 특구 투자자는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제14조9항 및 그 밖의 다른 규정에 정한 회계상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6.3.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0%의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을 가진 특구 투자자는 각 수입품에 대한
면세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생산 산출물이 재수출되는 경우, 그 기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생산
산출물이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특구 투자자는 수출품의 금액을 비교하여 기록된

부가가치세액을 환불해야 한다.
제 7조 그 밖의 우대조치
7.1. 특구 개발업체는 시내와 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그 특구의 이익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밖의 공공 서비스용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계류 및 설비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받는다.

7.2. 특구 개발업체는 시행 중인 법규에 따라, 임시 면세의 형태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운송수단 및 기계류의 수입을 신청할 수 있다.

7.3. 특구 개발업체 및 특구 투자자에 의한 모든 수입은 선적전 검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4. 특구 개발업체, 특구 투자자 및 외국인 종업원은 그 투자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과 그
특구에서 수령한 급여를 세금을 납부한 후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은행에 이체할 권리를 가진다.

7.5. 회계상의 우대조치와 별도로, 특구 개발업체 및 특구 투자자는 캄보디아 투자법 제8조, 9조 및 10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투자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6. 특구 개발업체는 국경과 나란한 지역 또는 벽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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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수출가공지구의 조건
경제특구의 수출가공지구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가 정한 특정
출입구를 둔다.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근로자, 종업원, 고용주, 방문객 및 유자격 대리인만이 근무시간 중에 특구 구내
및 특구 투자자의 부지 구내에 출입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가 받은 상근 경비원 및

경제특구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어느 누구도 수출가공지구 및 특구
투자자의 부지 구내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제 9조 수출가공지구의 출입시간
물품의 반출입을 포함하여, 인가 받은 인원이 수출가공지구를 출입하는 시간은 특구 개발업체와
경제특구청 간의 약정에 따라 경제특구청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수출가공지구로 물품의 반출입
수출가공지구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1. 수출가공지구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은 물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하거나 캄보디아로부터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해당 물품의 소유자는 그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 하기 전에 해당
수출가공지구의 관할 기관에 수출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물품은 수출가공지구로 반입하거나 그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세관공무원이 포장하고 적절한 봉인을 해야 한다. .

10.2. 상기 유자격 대리인은 모든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양식은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하고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10.3. 소매업 또는 이에 관련되는 활동은, 설사 공공 또는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더라도, 수출가공지구 내에는 일체 사업장을 둘 수 없다.

10.4. 특구 투자자는, 설사 소유주라도, 수출가공지구 내에서 생산된 생산 산출물을 경제특구청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5. 수출가공지구 내의 특구 투자자는 생산의 필요에 따라 국내시장으로부터 또는 일반공업지구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특정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할 것을 경제특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각
매매거래는 경제특구의 세관요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한 품질이 아니거나 품질이 나쁘거나 구식이어서 특구 투자자가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인 생산
산출물의 국내시장 판매에 관하여, 특구 투자자는 해당 특구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과 동일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어떠한 상태로든지 국내시장으로 인도되는 물품은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마쳐야 하며 수입관세 및 그 밖의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6. 경제특구청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출입에 관한 특구 투자자의 불법행위와 관계된 모든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특구 개발업체와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10.7. 수출가공지구의 지역 내에 있는 특구 투자자가 의도된 목적과 관계 없이 그리고 환경관리
규정이나 생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물품의 이동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인가 받지 않은 물품의 생산,
생산표준과의 불합치, 국가로부터 제공된 혜택(그 혜택을 인가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을
창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및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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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동력의 사용 및 관리
경제특구에서 노동력을 사용 및 관리할 경우에는 캄보디아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및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종업원은 노동법,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급여, 수당, 건강의 보호를 위한 작업안전 및
작업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 관리자, 기술직 및 전문가는 외국인 직원의 인원수가 그 총 인원수의 십 퍼센트(1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의 특구 개발업체 및 특구 투자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자 비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캄보디아인 근로자 및 종업원과 외국인 노동력을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비율로

충원 및 채용하여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법, 출입국 관리법은 물론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직업훈련

제12조 훈련
특구 개발업체는 캄보디아인 근로자와 종업원의 훈련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종업원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직업훈련부와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8장
분쟁해결 및 위반

제13조
캄보디아 내의 지방-시에 위치한 모든 경제특구는 형사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 위반의 경우 해당
지방-시에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14조
특구 내에서 그 활동을 수행하고 근무하며 그 경제특구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특구 개발업체,
특구 투자자, 근로자, 종업원, 고용주 및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의
정부 관리는 물론 경제특구청의 공무원은 특구의 개발사업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된다. .
소속부처 또는, 경우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 및 권한의 위임에 위반되게 행동하였거나 그
임무 또는 위임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는 정부관리는 시행 중인 공무원법의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9장
종결 조항

제15조
캄보디아 투자법 및 모든 관련 법규의 조항은 본 부칙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제특구 내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16조
본 부칙령은, 캄보디아 경제특구위원회의 요구와 경제특구 중재평의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의 필요에 따라 개정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로 되도록 조치한다.
제17조
관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경제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광공업/동력부 장관, 환경부 장관,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전 부처의 장관, 기관장, 지방-시 지사 및 관련 기업체는 본 부칙령을
서명일로부터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프놈펜, 2005년12월29일
수상
서명/날인
훈센

삼덱 수상에게 제출함
수석장관
경제재무부 장관
캄보디아 개발평의회 수석부의장

키트 촌(Keat Chhon)

사본 배부처:
- 왕궁 담당부(Ministry of Royal Palace);
- 헌법평의회 사무처;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처;
- 삼덱(Samdech) 수상 내각;
- 정부 사무처;
- 제17조에 규정된 배부처;
기록 및 기록보관소

감사의 말씀: 본 비공식 번역은 DFDL, IFC, Sciaroni & A., 및 S.C.의 친절한 협조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