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활동에 관한 법
[1998년 12월 24일 제정, 2014년 12월 9일 일부 개정]

1998년 12월 24일 제정 이후 2014년 12월 9일 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된 이
법은 기업과 국민의 투자활동 참여 증진, 현대화된 투자기반 마련, 생산 기술의
재정비, 투자 증진 및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산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법률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 투자활동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이
다.
제2조 투자활동에 관한 법령
투자활동에 관한 법령은 현행법 및 기타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 법에 명
시된 규정이 우즈베키스탄 국제 조약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본 개념
이 법에 다음과 같은 용어와 개념을 적용한다.
투자 –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설
립된 기업 및 기타 활동 객체에 대한 재투자 활동.
투자자 – 소유자산을 투자하거나 투자활동에 자금을 유치하는 활동의 주체.
투자의무 – 투자프로젝트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투자자의 의무.
투자활동 –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주체들의 행위.

투자활동참여자 – 투자자의 요구를 보장하는 투자활동의 주체.
재투자 - 이윤, 이자, 배당금,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기술 사용료 및 기타 형태의
수수료 등을 포함한 투자 소득을 법적 절차에 의해 설립된 기업 및 기타 활동 객
체를 위해 투자하는 활동.

제4조 대상에 따른 투자 유형
제5조 투자 형태
제6조 투자 프로젝트
제7조 투자 재원
제8조 투자활동의 대상
제9조 투자 주체
제10조 투자자의 권리
제11조 투자자의 의무
제12조 투자활동 참여자의 권리
제13조 투자활동 참여자의 의무
제14조 투자활동의 합목적성
제15조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제16조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제17조 국가투자 및 민간투자
제18조 투자 결정의 승인
제19조 투자 기관의 분배

제2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투자 프로그램
제21조 투자 프로그램의 심의
제22조 투자 기금
제23조 투자활동 주체의 권리 보장
제24조 투자 보장
제25조 투자 수익의 사용 보장
제26조 추가 보장 조치 및 투자 보호대책
제27조 정보 공개
제28조 투자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제29조 분쟁의 해결
제30조 관련법 위반에 따른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