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제도 개선

(라오스 KSP 전반) 라오스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는 아시아의 신흥 시장이다. 라오스는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국으로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규모는 라오스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5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라오스 부아손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라오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 착수되었다. 라오스와의 KSP 사업은 현재까지 8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라오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KSP 사업을 현지의 높은 

관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KSP 수요의 배경)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landlocked country)으로 불리한 지리적 

위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물류비용 과중, 650만명의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의 한계, 낮은 

노동생산성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라오스 정부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해외 투자제도의 시행은 사업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7차

(2011-2015)와 8차(2016-2020)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DP)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투자 유치 및 투자규모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외투자유치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KSP 정책 자문을 2015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사업내용) 기획재정부와 KDI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과 라오스의 연구자를 섭외하여 

라오스의 해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양국 전문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과의 정책 비교와 한국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외국인투자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복잡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정책제언을 제공하였다. 

주요 정책제언들은 기획투자부 차관과의 고위급 정책대화와 약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현지 

최종보고회1)를 통해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2018년 2월에는 KSP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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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류 KSP 정책제언 이행

성과
① (법 개정) 라오스 투자촉진법 개정 지원
② (조직 신설 및 시스템 구축) 라오스 기획투자부 원스톱서비스 센터 개소

파급효과
라오스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지원(SDGs 10.B)
한-라오스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정책 관계자들에게도 사업내용이 

공유되었으며, 2018년에는 라오스 현지 언론에도 여러 차례 KSP 활동이 보도되어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간접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2)

(결과 및 성과) 기획투자부 투자촉진국 서기관 Souphaphone Saignaleuth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KSP 정책제언은 2016년 개정된 라오스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Law No. 15/NA)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3) 주요 반영 내용은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자촉진감독위원회(Central Investment Promotion and Supervision 

Committee)의 설치와 투자절차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및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다. 

특히 원스톱서비스 확대의 경우, 법률 반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공적인 제도의 이행을 위한 신규 

원스톱서비스 센터가 2017년 4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개설 되었다. 한국 원스톱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라오스의 신규 원스톱서비스센터는 그간 연관 부처에서 전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파견되지 않아 그 기능이 제한되었던 기존 센터의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산업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자가 센터에 파견되어 투자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급효과) OECD에서 발간한 2017년 라오스 투자정책 분석 보고서4)에서는 이번 라오스의 투자

촉진법 개정이 국제 모범 관행과 부합하며 기존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라오스의 전반적인 해외투자환경 개선은 향후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對라오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KSP 사업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의 10.B 항목인 ‘내륙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으로의 FDI 유입촉진’과5) 직접 연계되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라오스 기획투자부 차관 Kikeo Chanthaboury 및 국제협력국장 Sisomboun Ounavong은 보고회의 
각각 2016년과 2017년 최종보고회 사회자로 참여하며 참석인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KSP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2) Vientiane Times 2018년 5월 4일자 기사 “Lao, Korean experts mull knowledge-sharing programme results” 
3) 2017년 3월 31일 KSP 종료평가 인터뷰 中
4)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Lao PDR(2017)
5) SDGs 10.B. Encourag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financial flows, includ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tates where the need is greatest,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frican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lans and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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