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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진출형태별진출형태별진출형태별진출형태별    절차절차절차절차    
    

가가가가. . . . 투자법상투자법상투자법상투자법상    구분구분구분구분  

 

1) 1) 1) 1)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  

 

태국에서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Public Company Limited 로 칭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Public Company Act(1992)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교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Securities and Exchange Act(1992)에 의거하여 태국 증시 (Stock 

Exchange of Thailand)에 상장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15 명의 발기인 및 주주를 필요로 하며 이사회는 최소 5 명의 이사를 두어 야 

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와 그 이하라도 

이사선임권이 있는 경우 투자금 통장 사본 요구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 거나 개인유한회사에서 전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립 가능하다. 

 

2) 2) 2) 2) 유한회사유한회사유한회사유한회사  

 

유한회사는 Limited Company 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를 Private Limited Company 와 Public 

Company Limited 로 구분한다. Public Company Limited 는 위에서 주식회사로 다루 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rivate Limited Company 로 범위를 한정한다.  

 

유한회사는 Civil and Commercial Code 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주의 책임은 

주식자본에 한정된다. 유한회사는 외국인투자자가 태국에 회사를 설립 시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최소 3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을 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는 

일반적으로 최대 49%가 허용된다.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본금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3) 3) 3) 3) 개인회사개인회사개인회사개인회사  

 

개인회사는 한 명의 자연인이 소유하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차지하고 손실 에 

대하여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사업형태이다. 개인회사는 Commercial Regis tration Act 

법에 의하여 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득하여야 한다.  

 

나나나나. . . . 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  

   

1) 1) 1) 1) 현지법인현지법인현지법인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  

 

2) 2) 2) 2) 지사지사지사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국에 지사를 설 립할 

수 있다.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4 년 내 5 백만 Baht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과 사업개발국(BDD) 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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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세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지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외국인 소유의 주식회사의 활동도 동일 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사가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책임의 소재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종업원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태국소재 회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태국법은 지사를 

해외소재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사의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에 까지 미치게 된다.  

   

3) 3) 3) 3) 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지역사무소지역사무소지역사무소지역사무소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지사 및 주식회사와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또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o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다  

 본사를 위하여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  

 구매한 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통제  

 본사에서 에이전트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에 관한 조언 제공  

 본사의 새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전파  

 태국 사업동향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  

   

다다다다. . . . 투자주체별투자주체별투자주체별투자주체별  

 

1) 1) 1) 1) 단독투자단독투자단독투자단독투자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 주로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주식 또는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2) 2) 2) 2) 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  

 

o 합작회사의 파트너들은 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태국 

민상법(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에 의하면 합작투자는 세 가지 법률 형태로 존재한다.  

 미등록 일반 합작회사: 태국 상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너는 

회사이윤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담한다.  

 등록 일반 합작회사: 상무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권리, 의무, 자산, 채무를 

부담한다.  

 유한 합작회사: 합작회사 파트너의 의무는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o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분은 제한된다. 외국인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영역의 경우 외국인지분은 최대 49%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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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진출진출진출진출    선호형태선호형태선호형태선호형태  

      

1) 1) 1) 1) 진출진출진출진출    선호선호선호선호    형태형태형태형태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1 인 유한회사 형태가 유리하며 다수의 파트너가 

공동 출자할 경우 2 인 이상 유한회사 형태가 합당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3 인 이상 주주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초기 진출 시 

주식회사형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2) 2) 2) 진출진출진출진출    불가불가불가불가    형태형태형태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인 지분 51% 이상의 합작회사는 사실상 외국인 진출이 불가능 하다. 

합작회사에서 51% 이상의 외국인지분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사업 면허를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www.dbd.go.th)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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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투자형태별    설립절차설립절차설립절차설립절차  

      

1) 1) 1) 1) 유한회사유한회사유한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        

 

No.No.No.No.    구분구분구분구분    준비사항준비사항준비사항준비사항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기간기간기간기간    

((((일일일일))))    

1 설립요건 

유한: 최소 3 명  

주식: 최소 15 명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유한: 최소자본금 없음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구비서류 

회사명 예약 DBD 신청양식 대행업체(법무법인) 

10 

회사정관 등록 
상무부 지방등록 

사무소 
  

주식발행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에서 회사운영권 

확보 
  

이사회에 회사운영권 

이양 
    

회사 등록 
창립총회 후 3 개월 이내 

등록  
 DBD  

법인세 ID 카드 

신청 
    

VAT 등록     

4 
허가서 

신청 

해당 구비서류 

일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1 

5 
허가서 

발급 

  

  

  

  

6 구좌개설     은행   

7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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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지사설립절차지사설립절차지사설립절차지사설립절차((((지점지점지점지점    및및및및    대표사무소대표사무소대표사무소대표사무소))))  

 

No.No.No.No.    구분구분구분구분    준비사항준비사항준비사항준비사항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기간기간기간기간((((일일일일))))    

1 설립요건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승인 
필요 
등록 불필요 

 
Foreign Business 

Committee 
 

2 
임대차 
가계약 

사무실 임대 가계약 체결 가계약 체결   

3 구비서류 

 본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위치 약도 
 태국에서의 사업계획 
상세 설명서 

 사무소장의 여권 사본 
 지사, 연락사무소의 조직도 
 해외 본사의 사업설명 
브로슈어 

 해외 본사의 최근 재무 
제표 

 기타 요구서류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BDD) 
10 일 

4 
임대차 
본계약 

사무실 정식계약체결    

 

3) 3) 3) 3) 개인개인개인개인    기업기업기업기업    (Private)(Private)(Private)(Private)    

    

외국인 개인기업 설립은 불가하다.  

   

바바바바....        추천추천추천추천    법무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 / / / 회계회계회계회계    법인법인법인법인  

 

o Thai Sakura Consultant  

 주소: 2 K.C.C. Building, Silom Rd. Soi 9 Bangrak, Bangkok 10500 Thailand.  

 전화 번호: 662-236-9966  

 이메일: tsc@thaisakura.com  

 규모: 중소규모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o Asia Universal Group  

 주소: 195. Empire Tower, unit 4408, Flr 44 South Sathorn Road, Yannawa, Sathorn,    

Bangkok, Thailand.10120  

 전화 번호: 662-670-0747  

 이메일: visa.asiainterlaw@gmail.com  

 규모: 중소규모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o Tilleke & Gibbins Int'l Ltd.  

 주소: Supalai Grand Tower, 26th Floor, 1011 Rama 3 Road, Chongnonsi,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전화 번호: 662-254-2640  

 이메일: patent@tillekeandgibbins.com  

 규모: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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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o 법무법인 지평지성 태국사무소 

 - 전화번호: 662-264-8000 

 - 이메일: jhjung@jipyong.com 

 - 담당자: 정재형 변호사  

 

ㅇ SKY & ALLIANCE  

 - 전화번호: 662-203-0270    

 - 이메일: skyandalliance@gmail.com 

 - 담당자: 남기영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