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투자 포럼 2021
2021년 6월 7일 - 9일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가상 투자자 포럼에 참여해
스리랑카의 FDI 및 자본 시장 기회를 알아보세요.
프로젝트, 사모 펀드 배치 및 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FDI
전반에 걸친 스리랑카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3 일간의 이벤트는 고위 정부 지도자,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최고 경영진,
글로벌 전문가, 투자 은행가 및 자문 회사의 세션과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

스리랑카의 성장 10 년에 참여하기
위한 초대장
스리랑카는 내재된 강점들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활용하여 GDP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 10 년 동안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과 결합 된 전략적 위치는 이러한 빠른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스리랑카 정부는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인
정책, 정책의 일관성 및 재정적 인센티브가 말해주듯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항구 도시는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해
훨씬 더 유익한 환경을 조성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리랑카를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의 허브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이 스리랑카에
입지를 구축하도록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리랑카: 아시아의 다음 성장 안전지대
1 인당 GDP 4,000 달러 (남아시아 평균의 2-3 배)는 향후 10 년 내에 2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스리랑카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성장 원동력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투자
• 소비 주도 성장의 급속한 증가
• 수출은 2019 년 200 억 달러에서 2025 년 300 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저 금리 제도
콜롬보 증권 거래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 시장으로, 시가 총액 150
억 달러와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배당 배당보유세가 전혀 없어 2020 년 신규
투자자 등록이 70 % 증가했습니다.
스리랑카는 2025 년까지 졸업생 수가 3 배 증가한 지식 중심 경제가 될 것이며, ICT 수출은
2025 년까지 2.5 배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5년 동안 업계 최고의 인센티브, 낮은 조세 제도 및 일관된 세금 정책을
제공합니다.
스리랑카를 “비즈니스 하기 좋은 곳” 상위 50 위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법률 및 국가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 수출의 85 %에 기여하는 2200 개 이상의 BOI 기업 (1,200 개의 외국 기업)과 함께
경제 허브를 구축 하였습니다.
콜롬보 포트 시티 (국제 비즈니스 및 서비스 허브)에 대한 새로운 경제 특구법이 공표되어
두바이, 홍콩 및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의 매력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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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스리랑카는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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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과 운영하기 좋은 지역 2위

남아시아 인적 자본 능력
1위

BOI와 Port City는 원 스톱 샵 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편리함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훈련 가능하며 유연한
인력들

3X

28

2025 년 까지 졸업생 수 3 배 증가

스리랑카는 28개국이
참여한 양자 간 투자
보호 협정(IPA)에 서명
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지식 중심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 직업
훈련을 더욱 확대 하였습니다.

2.1bn

주변 경제에 21억 경제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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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수출
처리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5곳이
더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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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지수에서 남아시아 1
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2019

콜롬보와 함반토타에 독특한 심해 국제 항구 2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에서 혁신적인 환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론리 플래닛에서
선정한 ‘여행지’1 위에
등극하였습니다.

LOWEST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전력
비용이 필요한 곳으로 2019년
JETRO 설문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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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우선 분야로 10 억 달러
이상의 수준 높은 수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

정보통신 기술

농업 및 식품 가공

건설, 인프라 및 물류

• 제약
• 고 부가 가치 의류
• 전자 및 전기

• 고무
• 농산물/가공식품
• 어업

•
•
•
•

지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IT 교육 기관
신흥 기술

환대 및 관광
•
•
•
•

농업 / 생태 관광
모험 / 스릴 관광
럭셔리 호텔
MICE 관광

• 철도 시스템
(모노레일 / LRTs / SKY 열차)
• 항만 / 공항 개발

주요 하위 부문의 하이라이트 :
1

제약 : 사전 환경 허가가 필요한 제약 구역, 제약 회사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세금 감면

2

의류 : 원료 수입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탄력성 달성을 위한 전용 직물단지

3

ICT : 스리랑카에서 개발 된 코드로 여러 증권 거래소, 항공사, 테마파크, 회의실 및 은행이
운영됩니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CT 허브 중 하나인 이 “독창성의 섬”에
일원이 되세요.

4

관광 :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2019 년 최고의 여행지; 정부는 2025 년까지 연간 약 60 억
달러의 관광 수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5

고무: 전 세계의 견고한 타이어 자본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추가 기회
…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흥미로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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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 항구 도시 – 남아시아로의
길이 될 비전을 가진 국제 비즈니스
허브
콜롬보 포트 시티 (CPC)는 아시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 비즈니스 및 서비스
허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비즈니스 지역입니다. 전문화 된 인프라와 투자자
친화적인 규제 및 법적 체계를 통해 국가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CPC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제 병원, 국제 학교,
호텔과 주거 단지가 있는 마리나 지구, 국제 금융 센터, 컨벤션 센터가 이곳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Port City는 다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무역 및 해운/물류 운영, 역외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에 걸쳐 기업의 본부를 둘 예정입니다.

콜롬보 항구 도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

법인세가 없는 납세 환경

•

간소화된 법률 및 규제 체계 - 제안된
SEZ 법률 및 국제 분쟁 해결 센터

•

카타르, 싱가포르, 두바이와 동등한
수준에 서비스 허브

•

CPC 내에서 허용되는 외화 거래

•

콜롬보 항만도시위원회를 통한
투자유치 창구 마련

스리랑카 투자 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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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 증권 거래소의
뛰어난 잠재력
강력한 현재 시장 점유율
• 150억 달러의 시장 규모의 282개
기업
• GDP 대비 시가총액 약 21%
• 가치별 22% 외국인 지분 보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시장

1

• 2020년 4분기 역대 최고 분기
통합 이익

• 큰
 폭의 지수 수익: 2020년
벤치마크 SPI 11% 성장, 2021
년 YTD 8%, 45%의 최고 매출
회전율

• 광범위한 디지털화에 따른
투자자 기반 확대: 2020년 신규
투자자 등록 70% 증가

• 낮은 주가수익비율로 진입
용이: 2020년, 스리랑카 11개
vs 중국 16개
• 배당 수익률 향상: 남아시아
신흥시장 대비 2.7% 증가

2

탄력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규제 지원
• 양
 도소득, 인지세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 제안된 DVP System 을 통한
투자자 결제 리스크 메커니즘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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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팬데믹 속에서
기록적인 수익성 실현

• 뚜렷한 자본 증대 이율: 2011
년 재생에너지MNC의
기업공개 최대 8배 이상 가입,
새로 설치된 소상공인 명단
플랫폼 ‘Empower’에서 사상 첫
소상공인 기업 공개
• 프런티어 시장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저평가
(주가장부가치비율 1.14%,
RoE 9%)

타겟 투자자
• 글로벌 지분에 초점을 맞춘
외국기관 투자자, 신흥
시장에서의 설립된 자금,
순자산이 높은 개인, 비거주
스리랑카인

스리랑카, 일관된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체계를 바탕에 둔 아시아의
차세대 성장 지역
안정적인 정책
2021년 예산으로 5년간
일관된 정책 환경 구축
법인세 감면
일부 부문에 대해 5-10년
면세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적 개발/투자유치”
등과 같은 급의 프로젝트

수입세 제로
수출용 자본 및 건설 관련
품목, 원자재 및 생산/공정
관련 소모품

100% 외국인 소유
수익, 배당, 수수료, 자본
및 외환에 대한 100%
송환

외국인 고용
전문 기술 범주에 대해
허용
해외 파견자에 대한 면세
특정 고용에 대한 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
패스트트랙
빠른 투자 촉진을 위한
내각 소위원회 임명
특별법
지급 근거(BOI)법 개정
및 새로운 경제특구(SEZ)
도입, 항만 도시 법
그리고 더 있답니다!
스리랑카 투자 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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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의 활기찬 생태계에
참여하세요

샹그릴라(Shangri-La)의 투자
증가는 스리랑카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스리랑카에 약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여기에 콜롬보
중심부에 위치한 ‘One Galle
Face‘의 고급 호텔, 주거 아파트,
쇼핑몰, 상업 공간, 스리랑카 남부
지역의 고급 골프 리조트와 스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스리랑카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이 흥미로운
여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이광국,
샹그릴라 회장

혁신을 이끄는 세계최고의 증권거래소중 하나인 런던증권거래소
(LSEG)는 40개 이상의 조직과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와 시장
감시를 포함한 고성능 기술 솔루션의 선도적인 개발자 이자
운영자입니다. 이들은 201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 최첨단 기술
시설을 개설해 글로벌 기술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남아시아 최초의 전기 슈퍼카 개발 강국
“스리랑카는 수많은 생물의 다양성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곳 스리랑카에서 타고난 열정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자,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샤 수바싱허 CEO, 코드젠
국제 기업 그룹, 베가 이노베이션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그룹’은 2021년 3월 콜롬보 증권거래소에서 ‘피라말 글라스 실론 PLC’의
지배지분을 매입하면서 스리랑카에 입성했습니다. 3,200 만 달러에 대한 56 % 지분은 2020 년 12 월 인도의
거대 기업 인수의 일부였습니다. ‘피라말 글라스’는 스리랑카에서 유리 포장 시장의 선두주자이며 ‘블랙스톤’
은 이 제품 부문에서 엄청난 수출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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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투자 포럼 2021
본 포럼은 투자위원회(스리랑카 에이펙스 투자 촉진 기구), 실론 상공회의소(스리랑카 최고
비즈니스 의회) 및 콜롬보 증권 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3 일간의 가상 이벤트입니다
본 행사는 국부 펀드, 사모 펀드, 개발 금융 기관, 대규모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 고액
자산가 및 전 세계의 기타 유형의 투자자를 포함하여 직접 투자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자를
유치하기위한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

1

왜 스리랑카인가
스리랑카가 매력적인 투자 지역인 이유

2

구체적인 투자 기회들
직접투자 프로젝트와 기업 리스트, 사모펀드와 관련된 정보 접근

3

규제 환경
스리랑카 투자를 위한 정책 체계 및 입법 환경에 대해 직접 배우기

네트워킹 기회
정부기관, 공기업, 업계 리더, 글로벌 투자자 및 동종 업체와 교류

스리랑카 투자 포럼 2021

4
9

3일 동안의 행사 구성
기조 연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
및 아지스 니바드 카브라알 스리랑카 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연설 예정

기관 세션
업계 전반의 저명한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책 및 규제 관련 부문별 세션

“핫 토픽”에 대한 대화형 토론
스리랑카 거시경제 환경의 주요 측면에 대한 패널 토론 및 총회

투자자 1대 1
투자자와 기업/정부 당국 간 비공개 세션(사전 예약 예정)

홍보 세션
투자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위해 참가 기업과 정부 기관을 선정하여
발표

반짝 발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 거래 및 투자 프로젝트

스리랑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야기
HCL,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샹그릴라(Shangri-La) 및 많은 기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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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파트너

전략 파트너

플래그십 프로젝트 파트너

기술 파트너

은행 파트너

플래티넘 스폰서

IT-BPM부문 파트너

보험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브론즈 스폰서

Process Colour Printing
PROCESS COLOUR REFERENCE

PROCESS COLOUR REFERENCE

PROCESS COLOUR REFERENCE

PROCESS COLOUR REFERENCE

PROCESS COLOUR REFERENCE

C- 0 M-100 Y-81 K-4

C- 0 M-35 Y-85 K-0

C- 100 M-72 Y-27 K-11

C- 70 M-0 Y-100 K-9

C- 0 M-0 Y-0 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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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0, Navam Mawatha, Colombo 2, Sri Lanka.
www.invest-srilanka.lk

+94 11 234 6345

+94 11 558 8818 / +94 11 558 8875

+94 11 235 6515 / +94 11 235 6456

promotion@boi.lk / info@boi.lk

investsrilanka@chamber.lk

info@cse.lk

www.investsrilanka.com

www.chamber.lk

www.cse.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