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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looks at Bangladesh?

“Bangladesh the Next 
China” 

McKinsey & Company

“Bangladesh one of 
the Frontier 5 
economies” 

JP Morgan 

“The Next Eleven” 
Bangladesh among 
the  11 nations, have 

high economic 
potential” Goldman Sachs

“Bangladesh will be the 
12th economic power of 
the world in 2050” UBS

“Low cost and high 
return manufacturing  
destination in Asia” 

JETRO

“28th & 23rd largest 
economy of World

by 2030 & by 2041” 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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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글라데시 개요.

세계 제2의 섬유 및 의류 제조국:

* 1971년 국가독립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 중

* 뱅갈만을 통한 인도양 접근이 가능한 인도와 중국을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

* 2018년 기성복(RMG) 제품 수출액 USD 306억달러 기록, 2021년까지 USD 

  500억달러 목표

GDP총액 2018년 현재

USD2,740백만달러에서2030

년까지 USD1조달러, 

2050년까지 USD3조달러로 

성장 예상

10년 60성장율 >6% 

기록 및 2019년말 7.50% 

예상

S&P 및 무디스 국가등급 

과거6년째  ‘안정적’ 유지 중

인구 및 경제 통계:

• 총인구 16억8천만명7 및 노동인구 62.1   

  백만명

• 일인당 GDP USD1,888달러 (2018 

  nominal)

• 총인구 3분의2 연령 분포15세~64

  세(생산연령인구)

• 도시화율 36%; 2050년까지 54%로 

  성장예상

• 개인소비지출이 607의 7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소비자수요 증가세

• 공공기관 대외부채: 60의 15.1%

주요 투자 기회:

•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중 “Next

  Eleven“ 국가로 선정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법적보호

• 경제 개혁을 보조하기 위한 2030년까지

  USD 320억달러 상당 인프라 투자수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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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진출하기

현지 등록/설립 법인

* 외국계 회사는 1994년 제정 회사법(companies act 1994)에 의거하여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이런 유형의 회사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됨

* 이사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관련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의 요구 

  서류(Returns)를 RJSC에 제출해야 함.

* 세후 이익 본국으로 송금 가능

* 회사 등록 시점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지 점/연락 사무소

*

*

*

외국 회사의 지사(branch office)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의 승인 하에 수익 창출이 허용됨.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송금액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사업 
영역으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창출된 수익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자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clause 7" 
면제에 대해 BI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Clause 8”면제 또한 권장됨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음. 연락사무소의 경비는 모두 뱅킹 채널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함. 연락사무소는 해외 모기업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 법인/납품업체/계약업체/공장/고객/수입업체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세후 이익은 모두 BIDA의 승인 및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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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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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함

지점/연락사무소/대표 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여 신청서제출.
모회사(principal/parent company)/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이사/발기인들(directors 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회계감사가 완료된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최근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방글라데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 및 현지인이 채워야 할 보직을 보여주는 조직도 제안
방글라데시에서 제안된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
(Bangladesh bank 혹은 Sonali bank지점에) 관련 수수료 예탁 영수증. 
Deposit (in any branch of Bangladesh bank or Sonali bank) receipt of applicable fees

참고: 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 공관 /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함

BIDA의 허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금으로 수취한 $50,000(혹은 
BIDA 승인에 의거한 금액) 이상의 외화 초기 설립 비용 혹은 사무소 운영 
비용에 상당하는 외화 반입

BIDA 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은행에 
신고(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은행(AD bank)Authorized Dealer)을 통해)

 *이는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 외환규제법에 의거한 것임. 
과거에는 동 법 section 18A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승인이 
요구되었음. 현재 18A는 폐지되었고, 18B 승인은 이 신고 요건으로 대체됨.
참고: 지사가 프로젝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BIDA
승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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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a)

b) 

c) 

d) 

e) 

f) 

승인 기간을 넘어서도 사무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해당 과세 당국(Tax Circle)으로 부터 발급받은 만료 전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he previous periods from the 

concerned tax circle)

사무소 허가 연장/갱신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최신 감사 보고서

보직/급여/직무기술서/국적이 명시된 (현지 및 외국인) 인력 현황.

최근 2년 간 수취한 송금(Inward remittances )의 현금화 내역서(Encashment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s for the last 2 years)

관련 수수료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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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제안된 회사에 대한 회사명 중복 확인(name clearance)을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로부터 받음.

STEP - 01

회사 설립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함 (방글라데시 내 예정된 은행 어디에서든 
비영업적(nonoperative)
계좌 개설). 초기/청약 자본금 (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 송금 업무 진행. 주식
발행 전, 송금된 외화를 Taka로 환전하여 현금화해야 함. 환전 후 '은행은   환전
증서 (encashment certificate)를 발행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거주자 Taka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계좌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 계좌는 해지됨.

STEP - 02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회사등기소(RJSC)에 제출함으로써 영구 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법인 투자 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 서식
- 이름 중복 확인 증서(name clearance certificate) <1단계에서 기 수령>
- 송금액에 대한 환전 증서 <2단계에서 기 수령>
- 관련 수수료(수권 자본에 따라 다양함)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등기소(RJSC)와의 법인 설립 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 투자본부(FEID: Foreign exchange investment)에게 통지해야 함.

STEP - 02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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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 사항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방글라데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공사(City  corporation)/지방 당국 혹은 지방 정부(municipal authority or union 

council)로부터 무역 허가중을 발급받아야 함. 무역 허가증은 해당 갱신 수수료를 

남부하고 매 회계연도 (7월 ~ 6월) 마다 갱신되어야 함.

납세자 번호 증서(Tin certificate): 회사는 납세자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등록해야 함. TIN 증서는 e-tin을 위한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음(www.nbr-bd.org).

BIDA에 등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facilities)을 산업부문의 

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사용하기 위한민간 부문 투자제안을 위해서는 

(BIDA)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상업/ 트레이딩 활동, 주택 매수 혹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BIDA 에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산업부  문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에는   제조업 (manufacturing unit),기공 부문(processing unit),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식당(100%외국인 지분 보유)이 포함됨www.bida.gov.bd).

부가가치세 등록증(VAT):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주무 당국(Commissioner of 

VAT): 혹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부문(Commissioner of VAT or Deputy 

commissioner - VAT)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www.nbr-bd.org)

무역협회 회원증: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상공회의소/협회 

회원증이 요구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라 회원증이 없는 

사업체(business entity)는 수입 등 록증/수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가스/전기/전화/상하수도 연결 도면(Gas/Electricity/Telephone/Water & Sewerage 

connection): TITAS (가스), DESCO(전력), BTCL(통신) - 동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 등록증 / 수출 등록증 및 수입 허가서 발급: 이 증서들은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CCI&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IRC를 부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와 ERC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업체는 금액과 수량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허용품목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음(www.ccie.gov.bd)

4. 법인 설립 절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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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사항

•

•

• 

•
•

•

•

•

•

•

•

보세창고 허가: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본드 커미셔너(Custom Bond 

Commissioner)가 수출 산입을 대상으로 보세창고허가를 발급함(www.cbc.gov.bd)

환경 허가증(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환경 삼림부 산하 환경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환경 허가증을 발급함 (www. doe-bd.org)

화재 대비확인서(Fire license): 화재 대비 확인서(fire license)는 방글라데시 내무부 

산하 소방 및 민방위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발급함(www.fireservice.gov.bd)

지적 재산: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 디자인 상표청(DPDT: 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공산품에 대한 특허, 디자인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를 

등록함(www.dpdt.gov.bd).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부의 저작권(Copyright Department of the Directorate of 

Archives & libraries)가 2006 년 제정된 저작권 규정에 의거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www.ninl.gov.bd).

생산/수입된 물품에 방글라데시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 마크를 사용하도록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기관(BSTI: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s)이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를 발행함 (www.bstibd.org)

공장 및 사업장 조사국(CIF & 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에 

등록하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상업 사업장은 1965년 제정 공장법에 

의기하여 공업 및 사업장 조사국에 등록해야 함(www.mole.gov.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리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oiler 사용 등록: Registration 공장에서 Boilers를 사용하기 위해시는 산업부 산하 

공장 및 Boilers 조사국(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에 등록해야 

함(www.Boiler.gov.bd)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using Boiler in the factory from 

the 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www. 

boiler.gov. 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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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점/연락사무소/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의 

지점을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보 증서 발행: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회사 혹은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통화인 Taka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i) 100% 현금 

예치금을 담보로 하거나 (ii) 해당 회사에 허용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보증서 발행: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이 해외 은행의 보증 금액을 커버하는 

복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 비거주자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자 

앞으로 보증, 입찰 보증, 이행보증을 외화 혹은 현지 통화로 발행할 수 있음.

참고: AD Bank는 복보증 발행 은행에 대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서 유형:

a) 선수금 환급 보증

b) 이행 보증

c) 입찰 보증

d) 통관 보증

e) 공과금 납부 보증(Utility Guarantee)

5. 운영-보증서 발행 업무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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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개설

현지 통화 계좌

외화계좌

•   개설 가능 자격

•   방글라데시 거주자 - 현지 설립 법인(incorporated companies) 포함

•   외국 조직/국적 기관 즉 재외공관(diplomatic missions), UN 기구, 비영리 국제 

    기구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재외 공관/조직의 외국인 직원

•   허용되는 입금: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

•   해외로부터의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현지 비용

•   개설 가능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해외 혹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및 해외에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혹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

•   재외 공관(Foreign missions) 및 그들의 외국인 직원

•   상품 수출입체(Merchandise exporters) (수출 대금 유지 쿼터 계좌(Export Retention 

    Quota Account))

•   중앙은행은 건 별 외화 계좌 개설을 특별히 허용할 수도 있음

•   허용되는 입금:

•   외화 계좌 혹은 해외 은행의 비거주자 Taka 계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체된 외화 

    타발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계좌로부터 자유롭게 해외 지급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 현지 통화인 Taka로 환전 후 현지 인출 사용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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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 개설 - 지점/연락사무소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 - (필요한 경우)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의 이사진 목록 (List of Directors 
Incorporation)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계좌 및 운영 계좌 (operating account)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1.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2.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 
(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 여권 
사본 (Nationalized Photo ID/Photocopy of 
Passport) 
•모든 서명권자 
•이사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 
주주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  

방글라데시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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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진 목록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계좌 및 영업용 계좌(operating account) 개설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위임장.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 
b. 위임장은 공중을 받고 해당 국가 주재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 검증을 받아야함(POA has to be 
not arised and counter verified' from the High 
Commissioner of Bangladesh in the specific country)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영업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합작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상장사에 의한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합작법인 운영을 위한 
서명권자/지명자(nominees)/수익권자(POA holders) 
모두에 대해주민등록증(Nationalized Photo ID)/여권 
사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서  

방글라데시 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합작법인 계약서 사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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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작성 완료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FATCA 양식  
 

계좌개설신청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서명권자들 + 이사들 + 수임권자(PОА / DOA holder) (있는 

경우)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모두의 

개인정보 서식  

개인정보 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증서(VAT Certification), 납세자번호 증서(TIN 

Certificate) 및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있는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 (Bangladesh High 

Commission) /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정관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Notarized and to be 
certified by Bangladesh High)  

계좌 개설 및 계좌 운영 수단을 언급한 이사회 의사록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서식 XII / 이사진 목록 및 부속서류 X / 소유 구조   

자금의 원천 및 검증(예: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모든 서명권자들 + 모든 이사들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의 신분증 

 

모든 이사 + 서명권자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의 여권 크기의 사진(Passport sized photograph) 2 매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의 취업 허가서 + 거주자의 

외국인 서명권자들에 대한 Form Q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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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현지 비용 지불을 위해 지점/연락 사무소가 받는 타발 송금

•   초기 투자: 현지 법인 설립 /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수령하는 자금 한 지분

•   현지 설립 법인을 위한 지분 투자

•   외국인 소유의 법인의 모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 대출금(허용되는 경우) 

    혹은 BIDA가 승인한 대출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Form C: USD10,000을 초과하는 타발 송금(inward remittances)에 대해 신고한 

    용도에 내한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C가 제출되어야 함

•   커미션 송금: 모기업(principal)과의 계약서 사본. 커미션은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과세됨(Agreement copy with principal. The commission is subject to tax as 

    applicable for)

•   지점/연락사무소의 사무소 비용: BIDA 허가서

•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계약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   비용 정산: 청구서(Claim copy)/인보이스 사본(invoice copy)/차변표(debit note)

•   초기 투자:

•   투자 목적

•   입금 계좌는 "비영업용(NON OPERATIVE)"임을 언급하는 확인

•   정관 초안(Draft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Article of Association 

    (AoA))

•   FI-1 신고(Declaration of Fl-1 reporting)

•   정기적인 지분 투자:

•   송금 목적

•   정관(MoA & AoA)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1 보고 확인(Confirmation of FI-1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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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일반적인 당발  송금 가이드라인

•   신용장 혹은 화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의 형태로 된 수입의 경우에만 외화 

    지급이 허용됨

•   수입은행이 인정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보증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선불송금.

•   대차대조표 상의 이익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최종 및 중간). 그러나 차후의 배당금 지급 (subsequent 

    dividend payment)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후 승인이 요구됨.

•   기술적 노하우 및 로열티 지급은 BIDA의 승인 대상임.

•   산업 기업(제조/가공/조립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는 연수 및 자문료 지급 목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   현지 등록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샵, 세미나, 연수 참석을 위한 등록/참가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송금 가능함.

•   공개 유한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런 경우 

    송금액은 매각 일자 기준 주식거래소에서의 해당 증권의 보편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에 대한 비거주자 지분 투자의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 거래소 상장 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are not listed with the stock exchange companies), (2) 유한 

    책임회사. 그러한 투자의 경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기 매문에 방글라데시은행은 

    송금액을 결정할 때 매각 일자 기준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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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EPC 업체들을 위한 당발 송금 프로세스

•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외화 계좌에 대한 당발 송금이 허용됨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전이 불가한 taka 계좌의 잉여 자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승인을 받기위해 프로젝트사무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됨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회계 감사가 완료된 손익계산서(Audited certificate copy of income and expenditure)

•   발주처의 프로젝트 완료 확인서(Project completion certificate from employer)

•   계좌 명세서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등

•   프로젝트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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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주소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4 Madani Avenue, Dhaka 1212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Bangladesh 
전화: +880 2-58812088 

이메일/웹사이트 : http: 
//overseas.mofa.go.kr/bd-en/index.do 

한국무역관(Korean Trade Center)- 

코트라 

76 Molly Capita, Gulshan Avenue,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0 2-9844218 

이메일: www.kotra.org.bd/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evel 5N, Grand DELVISTA, House CES(A) 1A Road 
11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880 2-9884690 

한-방 상공회의소(KBCCI: Korea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th floor, Laila Tower, 8. Gulshan Avenue, 
Gulshan - 1. Dhaka, 1212, Bangladesh 
전화 : +88096120 04000 +88096120 04100 
 
이메일: http://www.kbc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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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 개요 

방글라데시 3 주요 세금 :

11-1. 소득세 (Income Tax)

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1-3. 관세 (Custom Tax)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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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 

•   소득 및 세율의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거주자이며 

    182 일 이상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개인은 주민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누진 세율에 대해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운영되는 특정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있는 많은 카운티의 단체들에게도 

    이중 세금 조약 (DTA)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세율 : 

•   상장 회사 – 25 % 

•   개인 유한 회사 – 35 %

•   담배 및 모바일 회사 – 45 % 

•   은행, 보험 – 37.5-40 % 

•   지점 – 35 % 

거주자 개인 세율 : 

•   처음 250,000 – 0 % 

•   다음 400,000 – 10 % 

•   다음 500,000 – 15 % 

•   다음 600,000 – 20 % 

•   다음 3,000,000 – 25 % 

•   나머지 소득 – 30 % 

•   비거주자 세율 – 30 %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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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세제 혜택: 

•   RMG 세율 – 12 % (녹색 인증 회사 – 10 %) 

•   PPP 회사 – 10 년 면제 

•   민간 발전 회사 – 15 년 면제 

•  경제 구역 및 경제 구역의 운영자 – 다른 비율로 10 년 면제 

•   하이테크 파크 및 하이테크 파크 내 단체 – 다른 요금으로 10 년 면제 

•   다른 위치에서 다른 비율로 새로 설립 된 산업 사업자에 대한 5-10 년 면제 

•   개별 납세자는 특정 수당 및 선택한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 

•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매년 지불되고 평가됩니다. 

•   지불하는 동안 다른 세율의 원천세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해야하는 

    특정 소득이 있습니다. 예:  

 •   상주 계약자 최대 5 % 보류 

 •   비거주 계약자 – 7.5 % 보류

최저 세금 : 

•   어떤 경우에는 원천 징수 

•   총 영수증에 0.6 %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일반 세금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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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준수 요구 사항 :

•   원천 징수 세로 공제 된 월별 세금 명세서 

•   사전 세금의 분기 별 할부 

•   원천 징수 세의 반년 반품 

•   연간 소득세 신고  

•   직원 세금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전 가격 :

•   관련 기업과 국제 거래를하는 회사는 팔 길이 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 명세서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량이 Tk 30m를 초과 할 경우 거래 가격의 정당성을 포함한 

    특정 문서 및 정보를 유지해야합니다. 

•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비는 엔터테인먼트, 로열티, 기술 비용, 해외 여행 경비, 인센티브 

    보너스, 필수 조건 등과 같은 특정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천 징수 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은 균형 조정 방법에서 특정 요율로 허용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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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사업 손실은 최대 6 년까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없는 기업과의 국제 거래 가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적 경우 비거주 세금 :

•   건설업자 또는 하청업자 – 7.5 %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 20 % 

•   이자 – 20 % 

•   공급 업체 – 7.5 % 

•   자본 이득 – 15 % 

•   급여 – 30 % 

•   기술 수수료,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20 % 

대한민국과의 DTA에 따른 비거주자 세금 : 

•   배당 – 회사 주주 10 % 

•   이자 – 10 % 

•   로열티 – 10 % 

*  DTA에 따라 면세 또는 더 낮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인증서가 필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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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및 부가 의무 법 2012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2 개월 동안 이직률이 Tk 30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VAT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   표준 부가 세율은 15 %입니다 

•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5 %, 7.5 %, 10 %의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   더 낮은 비율의 VAT 지불 인에게는 입력 VAT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한 회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결제시 소스에서 VAT를  

    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점은 원천 징수 법인이 아닙니다. 

•   세무 당국에 제출할 VAT의 월별 수익 

•   건설 계약자 및 하청 업체의 VAT 비율은 7.5 %입니다. 그러나 VAT를 

    표준 요율 즉 15 %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서 VAT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PPP 회사 

•   발전 회사

•   경제 구역 및 수출 처리 구역 엔터티 

•   하이테크 파크 

•   특별 주문 또는 SRO가 면제하는 자본 기계, 인명 구조 드래그 및 필수 품목

부가가치세 환불도 가능합니다 

B&F COMPANY LIMITED 

Page - 24 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11-3. 관세 (Custom Tax)

•   방글라데시 관세 Tariff 일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단계의 기타 관세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의무 @ 3 % 대부분 0 %에서 35 %까지 다양 

 •   VAT @ 15 % 

 •   사전 세금 (세금 VAT) @ 5 % 

 •   대부분의 경우 5 %의 사전 소득세 

 •   적용 가능한 보충 의무 

•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차 또는 하위 표준 품질의 상품, 수리 / 오래된 사무 기기, 복사기, 전화 

    및 팩스,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제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임시 장비 수입 또는 재수출 기준 수입 허용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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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 / 배당 송환

지사의 수익을 포함한 배당금은 공인 은행을 통해 쉽게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송환 신청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사본, 

    AoA, MoA, 감사 재무 제표, 이사회 결의, 세금 통관 증거 / 세 신고서, 

    비거주 주주 명단,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선언서 및 서류 회사 등 

•   지점은 BIDA에서 조항 # 8의 포기를 요구하고 허가, 현금 인출 증명서와 

    같은 다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배당금 원천 징수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로열티, 기술 노하우 및 기술 지원 비용

•   EPZ 구역에있는 기업은 BEZA의 사전 허가없이 로열티 이하로 로열티를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로젝트 - 수입 기계류의 6 % 

•   지속적인 우려 – 작년 판매의 6 %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는 BEZA / BEPZ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문제는 BID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BIDA 허가서에는 지명된 은행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AoA, MoA, 감사 된 최종 명세서, 세금 통관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

•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 기술 수수료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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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금융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금 배당을 초과하는 이익 잉여금과 세후 순이익의 70 %를 각각 

    유지하기위한 주식 배당에 대한 10 % 세금 도입 

•   거주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의 최대 원천세 / 원천 징수 세가 7 %에서 5 

    %로 감소했습니다. 

•   회사는 세금 환급에 앞서 관련 기업과의 이전 가격 규정에 정의 된 국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   VAT 등록에 대한 최소 회전율 임계 값이 0.8m에서 30m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주 계약 업체가 전체 계약 가격으로 

    VAT를 지불 한 경우) 조항이 취소됐습니다.

B&F COMPANY LIMITED 

Page - 27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Korean Business & Cul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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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gistration 

01

Show Room03

100%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Branch office

Work Permit, Visa

License, Certificate & Visa Renewal

06 HRD: All type of Manpower  -

Accountant, Engineer and as per demand of clients.

BPO Service

Office Sharing02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Display Product Sample & Catalogue

5 Persons

Others

Meeting Room, Event & 
Seminar04

Coffee Shop05

Import & Export, Custom Clearance, Transport and Others.

Catering Service: Provide Korean and Bangla food.

Rental Service:

(4,6,12,18 Persons)

(Korean TV, Korean Tea & Coffee)

Vehicle: 
 
Various Logistics Support Vehicle/Ships

House Hold: Air Conditionar, Generator, Water Purifier, Air Purifier and etc.

Temporary Camp & Office
(Scaffolder, Heavy Equipment)

Project Assist: Sub-contractor & Service Company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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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Task N
am

e
Duration

1
Com

pany N
am

e Perm
ission 

1 D
ay

2
Proposed Bank A/C (Tem

porary)
3 D

ays

3
Investm

ent Am
ount Rem

it in Proposed 
Bank A/C from

 the Foreign Country
3 D

ays

4
Encashm

ent Certificate Receive for the 
sam

e Rem
ited Am

ount from
 Bank

3 D
ays

5
M

em
orandum

 Preparation and Verify
3 D

ays

6
Registration have to be done w

ith RJSC
21 D

ays

7
Trade License

7 D
ays

8
TIN

(Tax Identification N
o.)

2 D
ays

9
Form

al Bank A/C O
pened

3 D
ays

10
Chem

ber of Com
m

erce M
em

bership
3 D

ays

11
Im

port Registration Certificate
21 D

ays

12
Value Added Tax

7 D
ays

5 W
eek

6 W
eek

N
ote: O

ther N
ecessary Licenses &

 Certificates w
ill be O

btained Tim
e to Tim

e for the N
ecessity of Com

pany.

Step 01

Step 02

1 W
eek

2 W
eek

3 W
eek

4 W
eek

5 W
eek

6 W
eek

21 D
ays

7 D
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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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Capital for the 1st Ten Million (10,000,000/-) Bangladeshi Taka 
(Registration Fees-BDT-50,020 + 15% VAT BDT-7,503/-) and for the next Per Ten Million 
Authorized Capital Registration Fees will be BDT.10,000 + 15% VAT Gradually. 

Trade License 

Bank A/C Open

Import License (IRC) Unlimited, Fees + 15% VAT

Export License 

PI/E-Visa Recommendation Letter receive from BIDA 

Apply for Work Permit & Obtain form BIDA (1-year) 

Security Clearance from Ministry of Homes   

Visa Extension Fees (Per Person for 1-year)

(Prepared Company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Obtaining Encashment 

-

27,750 tk

7,000 tk

7,000 tk

10,000 tk

20,000 tk

50,000 tk

105,000 tk

25,000 tk

15,000 tk

15,000 tk

20,000 tk

10,000 tk

4,800 tk

10,000 tk

7,500 tk

15,000 tk

Free

Registration of 100%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 Bangladesh: (회사  등록)

Various Licenses & Govt. Permission: (라이센스, 허가) 

Visa Recommendation, PI/E-Visa, WP & Visa Ext.: (체류허가, 비자) 

사무실 )

Miscellaneous: (기타  경비 )

Name Clearance/Permission  

BDT. 50million is a Standerd Authorized Capital for Commercial Private Limited Company.

But the Authorise Capital may Customized as per Client Demand 

Legal Consulting Fees: (컨설팅 )

Total Amount(BDT)

Price Calculation Form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Person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2 Persons

20,000 tk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3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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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진출하기

현지 등록/설립 법인

* 외국계 회사는 1994년 제정 회사법(companies act 1994)에 의거하여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이런 유형의 회사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됨

* 이사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관련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의 요구 

  서류(Returns)를 RJSC에 제출해야 함.

* 세후 이익 본국으로 송금 가능

* 회사 등록 시점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지 점/연락 사무소

*

*

*

외국 회사의 지사(branch office)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의 승인 하에 수익 창출이 허용됨.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송금액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사업 
영역으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창출된 수익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자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clause 7" 
면제에 대해 BI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Clause 8”면제 또한 권장됨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음. 연락사무소의 경비는 모두 뱅킹 채널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함. 연락사무소는 해외 모기업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 법인/납품업체/계약업체/공장/고객/수입업체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세후 이익은 모두 BIDA의 승인 및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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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P
E
T
S

 
 

1

P
E
T
S

 
 

2

P
E
T
S

 
 

3

a) 

b) 
c)  
d)  
e) 
f) 
g)  
   
h)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함

지점/연락사무소/대표 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여 신청서제출.
모회사(principal/parent company)/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이사/발기인들(directors 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회계감사가 완료된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최근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방글라데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 및 현지인이 채워야 할 보직을 보여주는 조직도 제안
방글라데시에서 제안된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
(Bangladesh bank 혹은 Sonali bank지점에) 관련 수수료 예탁 영수증. 
Deposit (in any branch of Bangladesh bank or Sonali bank) receipt of applicable fees

참고: 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 공관 /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함

BIDA의 허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금으로 수취한 $50,000(혹은 
BIDA 승인에 의거한 금액) 이상의 외화 초기 설립 비용 혹은 사무소 운영 
비용에 상당하는 외화 반입

BIDA 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은행에 
신고(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은행(AD bank)Authorized Dealer)을 통해)

 *이는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 외환규제법에 의거한 것임. 
과거에는 동 법 section 18A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승인이 
요구되었음. 현재 18A는 폐지되었고, 18B 승인은 이 신고 요건으로 대체됨.
참고: 지사가 프로젝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BIDA
승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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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a)

b) 

c) 

d) 

e) 

f) 

승인 기간을 넘어서도 사무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해당 과세 당국(Tax Circle)으로 부터 발급받은 만료 전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he previous periods from the 

concerned tax circle)

사무소 허가 연장/갱신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최신 감사 보고서

보직/급여/직무기술서/국적이 명시된 (현지 및 외국인) 인력 현황.

최근 2년 간 수취한 송금(Inward remittances )의 현금화 내역서(Encashment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s for the last 2 years)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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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제안된 회사에 대한 회사명 중복 확인(name clearance)을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로부터 받음.

STEP - 01

회사 설립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함 (방글라데시 내 예정된 은행 어디에서든 
비영업적(nonoperative)
계좌 개설). 초기/청약 자본금 (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 송금 업무 진행. 주식
발행 전, 송금된 외화를 Taka로 환전하여 현금화해야 함. 환전 후 '은행은   환전
증서 (encashment certificate)를 발행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거주자 Taka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계좌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 계좌는 해지됨.

STEP - 02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회사등기소(RJSC)에 제출함으로써 영구 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법인 투자 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 서식
- 이름 중복 확인 증서(name clearance certificate) <1단계에서 기 수령>
- 송금액에 대한 환전 증서 <2단계에서 기 수령>
- 관련 수수료(수권 자본에 따라 다양함)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등기소(RJSC)와의 법인 설립 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 투자본부(FEID: Foreign exchange investment)에게 통지해야 함.

STEP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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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 사항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방글라데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공사(City  corporation)/지방 당국 혹은 지방 정부(municipal authority or union 

council)로부터 무역 허가중을 발급받아야 함. 무역 허가증은 해당 갱신 수수료를 

남부하고 매 회계연도 (7월 ~ 6월) 마다 갱신되어야 함.

납세자 번호 증서(Tin certificate): 회사는 납세자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등록해야 함. TIN 증서는 e-tin을 위한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음(www.nbr-bd.org).

BIDA에 등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facilities)을 산업부문의 

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사용하기 위한민간 부문 투자제안을 위해서는 

(BIDA)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상업/ 트레이딩 활동, 주택 매수 혹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BIDA 에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산업부  문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에는   제조업 (manufacturing unit),기공 부문(processing unit),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식당(100%외국인 지분 보유)이 포함됨www.bida.gov.bd).

부가가치세 등록증(VAT):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주무 당국(Commissioner of 

VAT): 혹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부문(Commissioner of VAT or Deputy 

commissioner - VAT)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www.nbr-bd.org)

무역협회 회원증: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상공회의소/협회 

회원증이 요구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라 회원증이 없는 

사업체(business entity)는 수입 등 록증/수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가스/전기/전화/상하수도 연결 도면(Gas/Electricity/Telephone/Water & Sewerage 

connection): TITAS (가스), DESCO(전력), BTCL(통신) - 동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 등록증 / 수출 등록증 및 수입 허가서 발급: 이 증서들은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CCI&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IRC를 부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와 ERC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업체는 금액과 수량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허용품목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음(www.ccie.gov.bd)

4. 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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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사항

•

•

• 

•
•

•

•

•

•

•

•

보세창고 허가: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본드 커미셔너(Custom Bond 

Commissioner)가 수출 산입을 대상으로 보세창고허가를 발급함(www.cbc.gov.bd)

환경 허가증(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환경 삼림부 산하 환경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환경 허가증을 발급함 (www. doe-bd.org)

화재 대비확인서(Fire license): 화재 대비 확인서(fire license)는 방글라데시 내무부 

산하 소방 및 민방위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발급함(www.fireservice.gov.bd)

지적 재산: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 디자인 상표청(DPDT: 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공산품에 대한 특허, 디자인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를 

등록함(www.dpdt.gov.bd).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부의 저작권(Copyright Department of the Directorate of 

Archives & libraries)가 2006 년 제정된 저작권 규정에 의거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www.ninl.gov.bd).

생산/수입된 물품에 방글라데시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 마크를 사용하도록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기관(BSTI: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s)이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를 발행함 (www.bstibd.org)

공장 및 사업장 조사국(CIF & 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에 

등록하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상업 사업장은 1965년 제정 공장법에 

의기하여 공업 및 사업장 조사국에 등록해야 함(www.mole.gov.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리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oiler 사용 등록: Registration 공장에서 Boilers를 사용하기 위해시는 산업부 산하 

공장 및 Boilers 조사국(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에 등록해야 

함(www.Boiler.gov.bd)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using Boiler in the factory from 

the 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www. 

boiler.gov. 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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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점/연락사무소/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의 

지점을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보 증서 발행: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회사 혹은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통화인 Taka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i) 100% 현금 

예치금을 담보로 하거나 (ii) 해당 회사에 허용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보증서 발행: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이 해외 은행의 보증 금액을 커버하는 

복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 비거주자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자 

앞으로 보증, 입찰 보증, 이행보증을 외화 혹은 현지 통화로 발행할 수 있음.

참고: AD Bank는 복보증 발행 은행에 대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서 유형:

a) 선수금 환급 보증

b) 이행 보증

c) 입찰 보증

d) 통관 보증

e) 공과금 납부 보증(Utility Guarantee)

5. 운영-보증서 발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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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개설

현지 통화 계좌

외화계좌

•   개설 가능 자격

•   방글라데시 거주자 - 현지 설립 법인(incorporated companies) 포함

•   외국 조직/국적 기관 즉 재외공관(diplomatic missions), UN 기구, 비영리 국제 

    기구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재외 공관/조직의 외국인 직원

•   허용되는 입금: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

•   해외로부터의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현지 비용

•   개설 가능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해외 혹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및 해외에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혹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

•   재외 공관(Foreign missions) 및 그들의 외국인 직원

•   상품 수출입체(Merchandise exporters) (수출 대금 유지 쿼터 계좌(Export Retention 

    Quota Account))

•   중앙은행은 건 별 외화 계좌 개설을 특별히 허용할 수도 있음

•   허용되는 입금:

•   외화 계좌 혹은 해외 은행의 비거주자 Taka 계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체된 외화 

    타발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계좌로부터 자유롭게 해외 지급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 현지 통화인 Taka로 환전 후 현지 인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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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 개설 - 지점/연락사무소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 
(Cer ficate of registra on/Incorpora on and 
Cer ficate of name change) - (필요한 경우)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법인의 이사진 목록 (List of Directors 
Incorpora on)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계좌 및 운영 계좌 (opera ng account)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1.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2.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 
(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 여권 
사본 (Na onalized Photo ID/Photocopy of 
Passport) 
•모든 서명권자 
•이사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 
주주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  

방글라데시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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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진 목록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계좌 및 영업용 계좌(opera ng account) 개설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위임장.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 
b. 위임장은 공중을 받고 해당 국가 주재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 검증을 받아야함(POA has to be 
not arised and counter verified' from the High 
Commissioner of Bangladesh in the specific country)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영업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합작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상장사에 의한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합작법인 운영을 위한 
서명권자/지명자(nominees)/수익권자(POA holders) 
모두에 대해주민등록증(Na onalized Photo ID)/여권 
사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 esta on)가 있어야 함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서  

방글라데시 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합작법인 계약서 사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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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작성 완료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FATCA 양식  
 

계좌개설신청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서명권자들 + 이사들 + 수임권자(PОА / DOA holder) (있는 

경우)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모두의 

개인정보 서식  

개인정보 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증서(VAT Cer fica on), 납세자번호 증서(TIN 

Cer ficate) 및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있는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 (Bangladesh High 

Commission) /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정관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Notarized and to be 
cer fied by Bangladesh High)  

계좌 개설 및 계좌 운영 수단을 언급한 이사회 의사록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서식 XII / 이사진 목록 및 부속서류 X / 소유 구조   

자금의 원천 및 검증(예: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모든 서명권자들 + 모든 이사들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의 신분증 

 

모든 이사 + 서명권자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의 여권 크기의 사진(Passport sized photograph) 2 매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의 취업 허가서 + 거주자의 

외국인 서명권자들에 대한 Form Q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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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현지 비용 지불을 위해 지점/연락 사무소가 받는 타발 송금

•   초기 투자: 현지 법인 설립 /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수령하는 자금 한 지분

•   현지 설립 법인을 위한 지분 투자

•   외국인 소유의 법인의 모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 대출금(허용되는 경우) 

    혹은 BIDA가 승인한 대출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Form C: USD10,000을 초과하는 타발 송금(inward remittances)에 대해 신고한 

    용도에 내한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C가 제출되어야 함

•   커미션 송금: 모기업(principal)과의 계약서 사본. 커미션은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과세됨(Agreement copy with principal. The commission is subject to tax as 

    applicable for)

•   지점/연락사무소의 사무소 비용: BIDA 허가서

•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계약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   비용 정산: 청구서(Claim copy)/인보이스 사본(invoice copy)/차변표(debit note)

•   초기 투자:

•   투자 목적

•   입금 계좌는 "비영업용(NON OPERATIVE)"임을 언급하는 확인

•   정관 초안(Draft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Article of Association 

    (AoA))

•   FI-1 신고(Declaration of Fl-1 reporting)

•   정기적인 지분 투자:

•   송금 목적

•   정관(MoA & AoA)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1 보고 확인(Confirmation of FI-1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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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일반적인 당발  송금 가이드라인

•   신용장 혹은 화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의 형태로 된 수입의 경우에만 외화 

    지급이 허용됨

•   수입은행이 인정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보증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선불송금.

•   대차대조표 상의 이익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최종 및 중간). 그러나 차후의 배당금 지급 (subsequent 

    dividend payment)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후 승인이 요구됨.

•   기술적 노하우 및 로열티 지급은 BIDA의 승인 대상임.

•   산업 기업(제조/가공/조립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는 연수 및 자문료 지급 목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   현지 등록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샵, 세미나, 연수 참석을 위한 등록/참가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송금 가능함.

•   공개 유한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런 경우 

    송금액은 매각 일자 기준 주식거래소에서의 해당 증권의 보편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에 대한 비거주자 지분 투자의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 거래소 상장 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are not listed with the stock exchange companies), (2) 유한 

    책임회사. 그러한 투자의 경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기 매문에 방글라데시은행은 

    송금액을 결정할 때 매각 일자 기준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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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EPC 업체들을 위한 당발 송금 프로세스

•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외화 계좌에 대한 당발 송금이 허용됨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전이 불가한 taka 계좌의 잉여 자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승인을 받기위해 프로젝트사무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됨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회계 감사가 완료된 손익계산서(Audited certificate copy of income and expenditure)

•   발주처의 프로젝트 완료 확인서(Project completion certificate from employer)

•   계좌 명세서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등

•   프로젝트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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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주소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4 Madani Avenue, Dhaka 1212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Bangladesh 
전화: +880 2-58812088 

이메일/웹사이트 : h p: 
//overseas.mofa.go.kr/bd-en/index.do 

한국무역관(Korean Trade Center)- 

코트라 

76 Molly Capita, Gulshan Avenue,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0 2-9844218 

이메일: www.kotra.org.bd/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 onal Co-opera on Agency) 

Level 5N, Grand DELVISTA, House CES(A) 1A Road 
11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880 2-9884690 

한-방 상공회의소(KBCCI: Korea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th floor, Laila Tower, 8. Gulshan Avenue, 
Gulshan - 1. Dhaka, 1212, Bangladesh 
전화 : +88096120 04000 +88096120 04100 
 
이메일: h p://www.kbc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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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글라데시: 경제 현황

세계 제2의 섬유 및 의류 제조국:

* 1971년 국가독립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 중

* 뱅갈만을 통한 인도양 접근이 가능한 인도와 중국을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

* 2018년 기성복(RMG) 제품 수출액 USD 306억달러 기록, 2021년까지 USD 

  500억달러 목표

GDP총액 2018년 현재

USD2,740백만달러에서2030

년까지 USD1조달러, 

2050년까지 USD3조달러로 

성장 예상

10년 60성장율 >6% 

기록 및 2019년말 7.50% 

예상

S&P 및 무디스 국가등급 

과거6년째  ‘안정적’ 유지 중

인구 및 경제 통계:

• 총인구 16억8천만명7 및 노동인구 62.1   

  백만명

• 일인당 GDP USD1,888달러 (2018 

  nominal)

• 총인구 3분의2 연령 분포15세~64

  세(생산연령인구)

• 도시화율 36%; 2050년까지 54%로 

  성장예상

• 개인소비지출이 607의 7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소비자수요 증가세

• 공공기관 대외부채: 60의 15.1%

주요 투자 기회:

•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중 “Next

  Eleven“ 국가로 선정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법적보호

• 경제 개혁을 보조하기 위한 2030년까지

  USD 320억달러 상당 인프라 투자수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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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진출하기

현지 등록/설립 법인

* 외국계 회사는 1994년 제정 회사법(companies act 1994)에 의거하여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이런 유형의 회사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됨

* 이사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관련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의 요구 

  서류(Returns)를 RJSC에 제출해야 함.

* 세후 이익 본국으로 송금 가능

* 회사 등록 시점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지 점/연락 사무소

*

*

*

외국 회사의 지사(branch office)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의 승인 하에 수익 창출이 허용됨.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송금액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사업 
영역으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창출된 수익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자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clause 7" 
면제에 대해 BI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Clause 8”면제 또한 권장됨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음. 연락사무소의 경비는 모두 뱅킹 채널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함. 연락사무소는 해외 모기업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 법인/납품업체/계약업체/공장/고객/수입업체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세후 이익은 모두 BIDA의 승인 및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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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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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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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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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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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_

 

3

a) 

b) 
c)  
d)  
e) 
f) 
g)  
   
h)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함

지점/연락사무소/대표 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여 신청서제출.
모회사(principal/parent company)/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이사/발기인들(directors 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회계감사가 완료된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최근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방글라데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 및 현지인이 채워야 할 보직을 보여주는 조직도 제안
방글라데시에서 제안된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
(Bangladesh bank 혹은 Sonali bank지점에) 관련 수수료 예탁 영수증. 
Deposit (in any branch of Bangladesh bank or Sonali bank) receipt of applicable fees

참고: 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 공관 /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함

BIDA의 허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금으로 수취한 $50,000(혹은 
BIDA 승인에 의거한 금액) 이상의 외화 초기 설립 비용 혹은 사무소 운영 
비용에 상당하는 외화 반입

BIDA 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은행에 
신고(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은행(AD bank)Authorized Dealer)을 통해)

 *이는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 외환규제법에 의거한 것임. 
과거에는 동 법 section 18A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승인이 
요구되었음. 현재 18A는 폐지되었고, 18B 승인은 이 신고 요건으로 대체됨.
참고: 지사가 프로젝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BIDA
승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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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a)

b) 

c) 

d) 

e) 

f) 

승인 기간을 넘어서도 사무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해당 과세 당국(Tax Circle)으로 부터 발급받은 만료 전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he previous periods from the 

concerned tax circle)

사무소 허가 연장/갱신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최신 감사 보고서

보직/급여/직무기술서/국적이 명시된 (현지 및 외국인) 인력 현황.

최근 2년 간 수취한 송금(Inward remittances )의 현금화 내역서(Encashment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s for the last 2 years)

관련 수수료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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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제안된 회사에 대한 회사명 중복 확인(name clearance)을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로부터 받음.

STEP - 01

회사 설립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함 (방글라데시 내 예정된 은행 어디에서든 
비영업적(nonoperative)
계좌 개설). 초기/청약 자본금 (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 송금 업무 진행. 주식
발행 전, 송금된 외화를 Taka로 환전하여 현금화해야 함. 환전 후 '은행은   환전
증서 (encashment certificate)를 발행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거주자 Taka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계좌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 계좌는 해지됨.

STEP - 02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회사등기소(RJSC)에 제출함으로써 영구 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법인 투자 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 서식
- 이름 중복 확인 증서(name clearance certificate) <1단계에서 기 수령>
- 송금액에 대한 환전 증서 <2단계에서 기 수령>
- 관련 수수료(수권 자본에 따라 다양함)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등기소(RJSC)와의 법인 설립 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 투자본부(FEID: Foreign exchange investment)에게 통지해야 함.

STEP - 02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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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 사항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방글라데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공사(City  corporation)/지방 당국 혹은 지방 정부(municipal authority or union 

council)로부터 무역 허가중을 발급받아야 함. 무역 허가증은 해당 갱신 수수료를 

남부하고 매 회계연도 (7월 ~ 6월) 마다 갱신되어야 함.

납세자 번호 증서(Tin certificate): 회사는 납세자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등록해야 함. TIN 증서는 e-tin을 위한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음(www.nbr-bd.org).

BIDA에 등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facilities)을 산업부문의 

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사용하기 위한민간 부문 투자제안을 위해서는 

(BIDA)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상업/ 트레이딩 활동, 주택 매수 혹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BIDA 에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산업부  문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에는   제조업 (manufacturing unit),기공 부문(processing unit),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식당(100%외국인 지분 보유)이 포함됨www.bida.gov.bd).

부가가치세 등록증(VAT):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주무 당국(Commissioner of 

VAT): 혹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부문(Commissioner of VAT or Deputy 

commissioner - VAT)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www.nbr-bd.org)

무역협회 회원증: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상공회의소/협회 

회원증이 요구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라 회원증이 없는 

사업체(business entity)는 수입 등 록증/수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가스/전기/전화/상하수도 연결 도면(Gas/Electricity/Telephone/Water & Sewerage 

connection): TITAS (가스), DESCO(전력), BTCL(통신) - 동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 등록증 / 수출 등록증 및 수입 허가서 발급: 이 증서들은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CCI&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IRC를 부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와 ERC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업체는 금액과 수량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허용품목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음(www.ccie.gov.bd)

4. 법인 설립 절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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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사항

•

•

• 

•
•

•

•

•

•

•

•

보세창고 허가: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본드 커미셔너(Custom Bond 

Commissioner)가 수출 산입을 대상으로 보세창고허가를 발급함(www.cbc.gov.bd)

환경 허가증(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환경 삼림부 산하 환경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환경 허가증을 발급함 (www. doe-bd.org)

화재 대비확인서(Fire license): 화재 대비 확인서(fire license)는 방글라데시 내무부 

산하 소방 및 민방위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발급함(www.fireservice.gov.bd)

지적 재산: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 디자인 상표청(DPDT: 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공산품에 대한 특허, 디자인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를 

등록함(www.dpdt.gov.bd).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부의 저작권(Copyright Department of the Directorate of 

Archives & libraries)가 2006 년 제정된 저작권 규정에 의거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www.ninl.gov.bd).

생산/수입된 물품에 방글라데시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 마크를 사용하도록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기관(BSTI: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s)이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를 발행함 (www.bstibd.org)

공장 및 사업장 조사국(CIF & 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에 

등록하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상업 사업장은 1965년 제정 공장법에 

의기하여 공업 및 사업장 조사국에 등록해야 함(www.mole.gov.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리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oiler 사용 등록: Registration 공장에서 Boilers를 사용하기 위해시는 산업부 산하 

공장 및 Boilers 조사국(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에 등록해야 

함(www.Boiler.gov.bd)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using Boiler in the factory from 

the 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www. 

boiler.gov. 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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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점/연락사무소/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의 

지점을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보 증서 발행: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회사 혹은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통화인 Taka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i) 100% 현금 

예치금을 담보로 하거나 (ii) 해당 회사에 허용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보증서 발행: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이 해외 은행의 보증 금액을 커버하는 

복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 비거주자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자 

앞으로 보증, 입찰 보증, 이행보증을 외화 혹은 현지 통화로 발행할 수 있음.

참고: AD Bank는 복보증 발행 은행에 대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서 유형:

a) 선수금 환급 보증

b) 이행 보증

c) 입찰 보증

d) 통관 보증

e) 공과금 납부 보증(Utility Guarantee)

5. 운영-보증서 발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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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개설

현지 통화 계좌

외화계좌

•   개설 가능 자격

•   방글라데시 거주자 - 현지 설립 법인(incorporated companies) 포함

•   외국 조직/국적 기관 즉 재외공관(diplomatic missions), UN 기구, 비영리 국제 

    기구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재외 공관/조직의 외국인 직원

•   허용되는 입금: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

•   해외로부터의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현지 비용

•   개설 가능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해외 혹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및 해외에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혹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

•   재외 공관(Foreign missions) 및 그들의 외국인 직원

•   상품 수출입체(Merchandise exporters) (수출 대금 유지 쿼터 계좌(Export Retention 

    Quota Account))

•   중앙은행은 건 별 외화 계좌 개설을 특별히 허용할 수도 있음

•   허용되는 입금:

•   외화 계좌 혹은 해외 은행의 비거주자 Taka 계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체된 외화 

    타발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계좌로부터 자유롭게 해외 지급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 현지 통화인 Taka로 환전 후 현지 인출 사용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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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 개설 - 지점/연락사무소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 - (필요한 경우)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의 이사진 목록 (List of Directors 
Incorporation)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계좌 및 운영 계좌 (operating account)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1.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2.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 
(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 여권 
사본 (Nationalized Photo ID/Photocopy of 
Passport) 
•모든 서명권자 
•이사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 
주주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  

방글라데시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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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진 목록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계좌 및 영업용 계좌(operating account) 개설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위임장.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 
b. 위임장은 공중을 받고 해당 국가 주재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 검증을 받아야함(POA has to be 
not arised and counter verified' from the High 
Commissioner of Bangladesh in the specific country)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영업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합작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상장사에 의한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합작법인 운영을 위한 
서명권자/지명자(nominees)/수익권자(POA holders) 
모두에 대해주민등록증(Nationalized Photo ID)/여권 
사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서  

방글라데시 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합작법인 계약서 사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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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작성 완료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FATCA 양식  
 

계좌개설신청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서명권자들 + 이사들 + 수임권자(PОА / DOA holder) (있는 

경우)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모두의 

개인정보 서식  

개인정보 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증서(VAT Certification), 납세자번호 증서(TIN 

Certificate) 및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있는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 (Bangladesh High 

Commission) /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정관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Notarized and to be 
certified by Bangladesh High)  

계좌 개설 및 계좌 운영 수단을 언급한 이사회 의사록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서식 XII / 이사진 목록 및 부속서류 X / 소유 구조   

자금의 원천 및 검증(예: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모든 서명권자들 + 모든 이사들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의 신분증 

 

모든 이사 + 서명권자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의 여권 크기의 사진(Passport sized photograph) 2 매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의 취업 허가서 + 거주자의 

외국인 서명권자들에 대한 Form Q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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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현지 비용 지불을 위해 지점/연락 사무소가 받는 타발 송금

•   초기 투자: 현지 법인 설립 /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수령하는 자금 한 지분

•   현지 설립 법인을 위한 지분 투자

•   외국인 소유의 법인의 모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 대출금(허용되는 경우) 

    혹은 BIDA가 승인한 대출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Form C: USD10,000을 초과하는 타발 송금(inward remittances)에 대해 신고한 

    용도에 내한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C가 제출되어야 함

•   커미션 송금: 모기업(principal)과의 계약서 사본. 커미션은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과세됨(Agreement copy with principal. The commission is subject to tax as 

    applicable for)

•   지점/연락사무소의 사무소 비용: BIDA 허가서

•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계약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   비용 정산: 청구서(Claim copy)/인보이스 사본(invoice copy)/차변표(debit note)

•   초기 투자:

•   투자 목적

•   입금 계좌는 "비영업용(NON OPERATIVE)"임을 언급하는 확인

•   정관 초안(Draft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Article of Association 

    (AoA))

•   FI-1 신고(Declaration of Fl-1 reporting)

•   정기적인 지분 투자:

•   송금 목적

•   정관(MoA & AoA)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1 보고 확인(Confirmation of FI-1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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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일반적인 당발  송금 가이드라인

•   신용장 혹은 화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의 형태로 된 수입의 경우에만 외화 

    지급이 허용됨

•   수입은행이 인정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보증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선불송금.

•   대차대조표 상의 이익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최종 및 중간). 그러나 차후의 배당금 지급 (subsequent 

    dividend payment)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후 승인이 요구됨.

•   기술적 노하우 및 로열티 지급은 BIDA의 승인 대상임.

•   산업 기업(제조/가공/조립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는 연수 및 자문료 지급 목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   현지 등록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샵, 세미나, 연수 참석을 위한 등록/참가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송금 가능함.

•   공개 유한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런 경우 

    송금액은 매각 일자 기준 주식거래소에서의 해당 증권의 보편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에 대한 비거주자 지분 투자의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 거래소 상장 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are not listed with the stock exchange companies), (2) 유한 

    책임회사. 그러한 투자의 경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기 매문에 방글라데시은행은 

    송금액을 결정할 때 매각 일자 기준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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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EPC 업체들을 위한 당발 송금 프로세스

•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외화 계좌에 대한 당발 송금이 허용됨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전이 불가한 taka 계좌의 잉여 자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승인을 받기위해 프로젝트사무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됨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회계 감사가 완료된 손익계산서(Audited certificate copy of income and expenditure)

•   발주처의 프로젝트 완료 확인서(Project completion certificate from employer)

•   계좌 명세서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등

•   프로젝트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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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주소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4 Madani Avenue, Dhaka 1212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Bangladesh 
전화: +880 2-58812088 

이메일/웹사이트 : http: 
//overseas.mofa.go.kr/bd-en/index.do 

한국무역관(Korean Trade Center)- 

코트라 

76 Molly Capita, Gulshan Avenue,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0 2-9844218 

이메일: www.kotra.org.bd/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evel 5N, Grand DELVISTA, House CES(A) 1A Road 
11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880 2-9884690 

한-방 상공회의소(KBCCI: Korea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th floor, Laila Tower, 8. Gulshan Avenue, 
Gulshan - 1. Dhaka, 1212, Bangladesh 
전화 : +88096120 04000 +88096120 04100 
 
이메일: http://www.kbc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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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 개요 

방글라데시 3 주요 세금 :

11-1. 소득세 (Income Tax)

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1-3. 관세 (Custom Tax)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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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 

•   소득 및 세율의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거주자이며 

    182 일 이상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개인은 주민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누진 세율에 대해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운영되는 특정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있는 많은 카운티의 단체들에게도 

    이중 세금 조약 (DTA)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세율 : 

•   상장 회사 – 25 % 

•   개인 유한 회사 – 35 %

•   담배 및 모바일 회사 – 45 % 

•   은행, 보험 – 37.5-40 % 

•   지점 – 35 % 

거주자 개인 세율 : 

•   처음 250,000 – 0 % 

•   다음 400,000 – 10 % 

•   다음 500,000 – 15 % 

•   다음 600,000 – 20 % 

•   다음 3,000,000 – 25 % 

•   나머지 소득 – 30 % 

•   비거주자 세율 – 30 %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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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세제 혜택: 

•   RMG 세율 – 12 % (녹색 인증 회사 – 10 %) 

•   PPP 회사 – 10 년 면제 

•   민간 발전 회사 – 15 년 면제 

•  경제 구역 및 경제 구역의 운영자 – 다른 비율로 10 년 면제 

•   하이테크 파크 및 하이테크 파크 내 단체 – 다른 요금으로 10 년 면제 

•   다른 위치에서 다른 비율로 새로 설립 된 산업 사업자에 대한 5-10 년 면제 

•   개별 납세자는 특정 수당 및 선택한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 

•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매년 지불되고 평가됩니다. 

•   지불하는 동안 다른 세율의 원천세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해야하는 

    특정 소득이 있습니다. 예:  

 •   상주 계약자 최대 5 % 보류 

 •   비거주 계약자 – 7.5 % 보류

최저 세금 : 

•   어떤 경우에는 원천 징수 

•   총 영수증에 0.6 %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일반 세금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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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준수 요구 사항 :

•   원천 징수 세로 공제 된 월별 세금 명세서 

•   사전 세금의 분기 별 할부 

•   원천 징수 세의 반년 반품 

•   연간 소득세 신고  

•   직원 세금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전 가격 :

•   관련 기업과 국제 거래를하는 회사는 팔 길이 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 명세서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량이 Tk 30m를 초과 할 경우 거래 가격의 정당성을 포함한 

    특정 문서 및 정보를 유지해야합니다. 

•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비는 엔터테인먼트, 로열티, 기술 비용, 해외 여행 경비, 인센티브 

    보너스, 필수 조건 등과 같은 특정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천 징수 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은 균형 조정 방법에서 특정 요율로 허용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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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사업 손실은 최대 6 년까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없는 기업과의 국제 거래 가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적 경우 비거주 세금 :

•   건설업자 또는 하청업자 – 7.5 %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 20 % 

•   이자 – 20 % 

•   공급 업체 – 7.5 % 

•   자본 이득 – 15 % 

•   급여 – 30 % 

•   기술 수수료,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20 % 

대한민국과의 DTA에 따른 비거주자 세금 : 

•   배당 – 회사 주주 10 % 

•   이자 – 10 % 

•   로열티 – 10 % 

*  DTA에 따라 면세 또는 더 낮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인증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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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및 부가 의무 법 2012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2 개월 동안 이직률이 Tk 30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VAT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   표준 부가 세율은 15 %입니다 

•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5 %, 7.5 %, 10 %의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   더 낮은 비율의 VAT 지불 인에게는 입력 VAT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한 회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결제시 소스에서 VAT를  

    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점은 원천 징수 법인이 아닙니다. 

•   세무 당국에 제출할 VAT의 월별 수익 

•   건설 계약자 및 하청 업체의 VAT 비율은 7.5 %입니다. 그러나 VAT를 

    표준 요율 즉 15 %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서 VAT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PPP 회사 

•   발전 회사

•   경제 구역 및 수출 처리 구역 엔터티 

•   하이테크 파크 

•   특별 주문 또는 SRO가 면제하는 자본 기계, 인명 구조 드래그 및 필수 품목

부가가치세 환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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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세 (Custom Tax)

•   방글라데시 관세 Tariff 일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단계의 기타 관세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의무 @ 3 % 대부분 0 %에서 35 %까지 다양 

 •   VAT @ 15 % 

 •   사전 세금 (세금 VAT) @ 5 % 

 •   대부분의 경우 5 %의 사전 소득세 

 •   적용 가능한 보충 의무 

•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차 또는 하위 표준 품질의 상품, 수리 / 오래된 사무 기기, 복사기, 전화 

    및 팩스,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제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임시 장비 수입 또는 재수출 기준 수입 허용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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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 / 배당 송환

지사의 수익을 포함한 배당금은 공인 은행을 통해 쉽게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송환 신청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사본, 

    AoA, MoA, 감사 재무 제표, 이사회 결의, 세금 통관 증거 / 세 신고서, 

    비거주 주주 명단,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선언서 및 서류 회사 등 

•   지점은 BIDA에서 조항 # 8의 포기를 요구하고 허가, 현금 인출 증명서와 

    같은 다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배당금 원천 징수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로열티, 기술 노하우 및 기술 지원 비용

•   EPZ 구역에있는 기업은 BEZA의 사전 허가없이 로열티 이하로 로열티를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로젝트 - 수입 기계류의 6 % 

•   지속적인 우려 – 작년 판매의 6 %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는 BEZA / BEPZ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문제는 BID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BIDA 허가서에는 지명된 은행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AoA, MoA, 감사 된 최종 명세서, 세금 통관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

•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 기술 수수료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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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금융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금 배당을 초과하는 이익 잉여금과 세후 순이익의 70 %를 각각 

    유지하기위한 주식 배당에 대한 10 % 세금 도입 

•   거주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의 최대 원천세 / 원천 징수 세가 7 %에서 5 

    %로 감소했습니다. 

•   회사는 세금 환급에 앞서 관련 기업과의 이전 가격 규정에 정의 된 국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   VAT 등록에 대한 최소 회전율 임계 값이 0.8m에서 30m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주 계약 업체가 전체 계약 가격으로 

    VAT를 지불 한 경우) 조항이 취소됐습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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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usiness & Cul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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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gistration 

01

Show Room03

100%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Branch office

Work Permit, Visa

License, Certificate & Visa Renewal

06 HRD: All type of Manpower  -

Accountant, Engineer and as per demand of clients.

BPO Service

Office Sharing02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Display Product Sample & Catalogue

5 Persons

Others

Meeting Room, Event & 
Seminar04

Coffee Shop05

Import & Export, Custom Clearance, Transport and Others.

Catering Service: Provide Korean and Bangla food.

Rental Service:

(4,6,12,18 Persons)

(Korean TV, Korean Tea & Coffee)

Vehicle: 
 
Various Logistics Support Vehicle/Ships

House Hold: Air Conditionar, Generator, Water Purifier, Air Purifier and etc.

Temporary Camp & Office
(Scaffolder, Heavy Equipment)

Project Assist: Sub-contractor & Service Company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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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Task N
am

e
Duration

1
Com

pany N
am

e Perm
ission 

1 D
ay

2
Proposed Bank A/C (Tem

porary)
3 D

ays

3
Investm

ent Am
ount Rem

it in Proposed 
Bank A/C from

 the Foreign Country
3 D

ays

4
Encashm

ent Certificate Receive for the 
sam

e Rem
ited Am

ount from
 Bank

3 D
ays

5
M

em
orandum

 Preparation and Verify
3 D

ays

6
Registration have to be done w

ith RJSC
21 D

ays

7
Trade License

7 D
ays

8
TIN

(Tax Identification N
o.)

2 D
ays

9
Form

al Bank A/C O
pened

3 D
ays

10
Chem

ber of Com
m

erce M
em

bership
3 D

ays

11
Im

port Registration Certificate
21 D

ays

12
Value Added Tax

7 D
ays

5 W
eek

6 W
eek

N
ote: O

ther N
ecessary Licenses &

 Certificates w
ill be O

btained Tim
e to Tim

e for the N
ecessity of Com

pany.

Step 01

Step 02

1 W
eek

2 W
eek

3 W
eek

4 W
eek

5 W
eek

6 W
eek

21 D
ays

7 D
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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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Capital for the 1st Ten Million (10,000,000/-) Bangladeshi Taka 
(Registration Fees-BDT-50,020 + 15% VAT BDT-7,503/-) and for the next Per Ten Million 
Authorized Capital Registration Fees will be BDT.10,000 + 15% VAT Gradually. 

Trade License 

Bank A/C Open

Import License (IRC) Unlimited, Fees + 15% VAT

Export License 

PI/E-Visa Recommendation Letter receive from BIDA 

Apply for Work Permit & Obtain form BIDA (1-year) 

Security Clearance from Ministry of Homes   

Visa Extension Fees (Per Person for 1-year)

(Prepared Company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Obtaining Encashment 

-

27,750 tk

7,000 tk

7,000 tk

10,000 tk

20,000 tk

50,000 tk

105,000 tk

25,000 tk

15,000 tk

15,000 tk

20,000 tk

10,000 tk

4,800 tk

10,000 tk

7,500 tk

15,000 tk

Free

Registration of 100%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 Bangladesh: (회사  등록)

Various Licenses & Govt. Permission: (라이센스, 허가) 

Visa Recommendation, PI/E-Visa, WP & Visa Ext.: (체류허가, 비자) 

사무실 )

Miscellaneous: (기타  경비 )

Name Clearance/Permission  

BDT. 50million is a Standerd Authorized Capital for Commercial Private Limited Company.

But the Authorise Capital may Customized as per Client Demand 

Legal Consulting Fees: (컨설팅 )

Total Amount(BDT)

Price Calculation Form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Person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2 Persons

20,000 tk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3 Persons

ww
w.
ko
rea
-b
an
gla
.co
m



B&F COMPANY LIMITED 

Page - 19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11-1. 소득세 (Income Tax)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 

•   소득 및 세율의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거주자이며 

    182 일 이상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개인은 주민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누진 세율에 대해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운영되는 특정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있는 많은 카운티의 단체들에게도 

    이중 세금 조약 (DTA)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세율 : 

•   상장 회사 – 25 % 

•   개인 유한 회사 – 35 %

•   담배 및 모바일 회사 – 45 % 

•   은행, 보험 – 37.5-40 % 

•   지점 – 35 % 

거주자 개인 세율 : 

•   처음 250,000 – 0 % 

•   다음 400,000 – 10 % 

•   다음 500,000 – 15 % 

•   다음 600,000 – 20 % 

•   다음 3,000,000 – 25 % 

•   나머지 소득 – 30 % 

•   비거주자 세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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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세제 혜택: 

•   RMG 세율 – 12 % (녹색 인증 회사 – 10 %) 

•   PPP 회사 – 10 년 면제 

•   민간 발전 회사 – 15 년 면제 

•  경제 구역 및 경제 구역의 운영자 – 다른 비율로 10 년 면제 

•   하이테크 파크 및 하이테크 파크 내 단체 – 다른 요금으로 10 년 면제 

•   다른 위치에서 다른 비율로 새로 설립 된 산업 사업자에 대한 5-10 년 면제 

•   개별 납세자는 특정 수당 및 선택한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 

•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매년 지불되고 평가됩니다. 

•   지불하는 동안 다른 세율의 원천세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해야하는 

    특정 소득이 있습니다. 예:  

 •   상주 계약자 최대 5 % 보류 

 •   비거주 계약자 – 7.5 % 보류

최저 세금 : 

•   어떤 경우에는 원천 징수 

•   총 영수증에 0.6 %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일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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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준수 요구 사항 :

•   원천 징수 세로 공제 된 월별 세금 명세서 

•   사전 세금의 분기 별 할부 

•   원천 징수 세의 반년 반품 

•   연간 소득세 신고  

•   직원 세금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전 가격 :

•   관련 기업과 국제 거래를하는 회사는 팔 길이 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 명세서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량이 Tk 30m를 초과 할 경우 거래 가격의 정당성을 포함한 

    특정 문서 및 정보를 유지해야합니다. 

•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비는 엔터테인먼트, 로열티, 기술 비용, 해외 여행 경비, 인센티브 

    보너스, 필수 조건 등과 같은 특정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천 징수 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은 균형 조정 방법에서 특정 요율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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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사업 손실은 최대 6 년까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없는 기업과의 국제 거래 가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적 경우 비거주 세금 :

•   건설업자 또는 하청업자 – 7.5 %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 20 % 

•   이자 – 20 % 

•   공급 업체 – 7.5 % 

•   자본 이득 – 15 % 

•   급여 – 30 % 

•   기술 수수료,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20 % 

대한민국과의 DTA에 따른 비거주자 세금 : 

•   배당 – 회사 주주 10 % 

•   이자 – 10 % 

•   로열티 – 10 % 

*  DTA에 따라 면세 또는 더 낮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인증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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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및 부가 의무 법 2012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2 개월 동안 이직률이 Tk 30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VAT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   표준 부가 세율은 15 %입니다 

•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5 %, 7.5 %, 10 %의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   더 낮은 비율의 VAT 지불 인에게는 입력 VAT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한 회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결제시 소스에서 VAT를  

    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점은 원천 징수 법인이 아닙니다. 

•   세무 당국에 제출할 VAT의 월별 수익 

•   건설 계약자 및 하청 업체의 VAT 비율은 7.5 %입니다. 그러나 VAT를 

    표준 요율 즉 15 %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서 VAT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PPP 회사 

•   발전 회사

•   경제 구역 및 수출 처리 구역 엔터티 

•   하이테크 파크 

•   특별 주문 또는 SRO가 면제하는 자본 기계, 인명 구조 드래그 및 필수 품목

부가가치세 환불도 가능합니다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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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세 (Custom Tax)

•   방글라데시 관세 Tariff 일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단계의 기타 관세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의무 @ 3 % 대부분 0 %에서 35 %까지 다양 

 •   VAT @ 15 % 

 •   사전 세금 (세금 VAT) @ 5 % 

 •   대부분의 경우 5 %의 사전 소득세 

 •   적용 가능한 보충 의무 

•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차 또는 하위 표준 품질의 상품, 수리 / 오래된 사무 기기, 복사기, 전화 

    및 팩스,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제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임시 장비 수입 또는 재수출 기준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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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 / 배당 송환

지사의 수익을 포함한 배당금은 공인 은행을 통해 쉽게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송환 신청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사본, 

    AoA, MoA, 감사 재무 제표, 이사회 결의, 세금 통관 증거 / 세 신고서, 

    비거주 주주 명단,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선언서 및 서류 회사 등 

•   지점은 BIDA에서 조항 # 8의 포기를 요구하고 허가, 현금 인출 증명서와 

    같은 다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배당금 원천 징수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로열티, 기술 노하우 및 기술 지원 비용

•   EPZ 구역에있는 기업은 BEZA의 사전 허가없이 로열티 이하로 로열티를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로젝트 - 수입 기계류의 6 % 

•   지속적인 우려 – 작년 판매의 6 %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는 BEZA / BEPZ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문제는 BID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BIDA 허가서에는 지명된 은행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AoA, MoA, 감사 된 최종 명세서, 세금 통관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

•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 기술 수수료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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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금융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금 배당을 초과하는 이익 잉여금과 세후 순이익의 70 %를 각각 

    유지하기위한 주식 배당에 대한 10 % 세금 도입 

•   거주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의 최대 원천세 / 원천 징수 세가 7 %에서 5 

    %로 감소했습니다. 

•   회사는 세금 환급에 앞서 관련 기업과의 이전 가격 규정에 정의 된 국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   VAT 등록에 대한 최소 회전율 임계 값이 0.8m에서 30m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주 계약 업체가 전체 계약 가격으로 

    VAT를 지불 한 경우) 조항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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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글라데시: 경제 현황

세계 제2의 섬유 및 의류 제조국:

* 1971년 국가독립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 중

* 뱅갈만을 통한 인도양 접근이 가능한 인도와 중국을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

* 2018년 기성복(RMG) 제품 수출액 USD 306억달러 기록, 2021년까지 USD 

  500억달러 목표

GDP총액 2018년 현재

USD2,740백만달러에서2030

년까지 USD1조달러, 

2050년까지 USD3조달러로 

성장 예상

10년 60성장율 >6% 

기록 및 2019년말 7.50% 

예상

S&P 및 무디스 국가등급 

과거6년째  ‘안정적’ 유지 중

인구 및 경제 통계:

• 총인구 16억8천만명7 및 노동인구 62.1   

  백만명

• 일인당 GDP USD1,888달러 (2018 

  nominal)

• 총인구 3분의2 연령 분포15세~64

  세(생산연령인구)

• 도시화율 36%; 2050년까지 54%로 

  성장예상

• 개인소비지출이 607의 7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소비자수요 증가세

• 공공기관 대외부채: 60의 15.1%

주요 투자 기회:

•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중 “Next

  Eleven“ 국가로 선정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법적보호

• 경제 개혁을 보조하기 위한 2030년까지

  USD 320억달러 상당 인프라 투자수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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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진출하기

현지 등록/설립 법인

* 외국계 회사는 1994년 제정 회사법(companies act 1994)에 의거하여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이런 유형의 회사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됨

* 이사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관련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의 요구 

  서류(Returns)를 RJSC에 제출해야 함.

* 세후 이익 본국으로 송금 가능

* 회사 등록 시점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지 점/연락 사무소

*

*

*

외국 회사의 지사(branch office)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의 승인 하에 수익 창출이 허용됨.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송금액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사업 
영역으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창출된 수익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자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clause 7" 
면제에 대해 BI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Clause 8”면제 또한 권장됨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음. 연락사무소의 경비는 모두 뱅킹 채널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함. 연락사무소는 해외 모기업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 법인/납품업체/계약업체/공장/고객/수입업체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세후 이익은 모두 BIDA의 승인 및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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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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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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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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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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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3

a) 

b) 
c)  
d)  
e) 
f) 
g)  
   
h)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함

지점/연락사무소/대표 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여 신청서제출.
모회사(principal/parent company)/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이사/발기인들(directors 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회계감사가 완료된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최근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방글라데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 및 현지인이 채워야 할 보직을 보여주는 조직도 제안
방글라데시에서 제안된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
(Bangladesh bank 혹은 Sonali bank지점에) 관련 수수료 예탁 영수증. 
Deposit (in any branch of Bangladesh bank or Sonali bank) receipt of applicable fees

참고: 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 공관 /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함

BIDA의 허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금으로 수취한 $50,000(혹은 
BIDA 승인에 의거한 금액) 이상의 외화 초기 설립 비용 혹은 사무소 운영 
비용에 상당하는 외화 반입

BIDA 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은행에 
신고(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은행(AD bank)Authorized Dealer)을 통해)

 *이는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 외환규제법에 의거한 것임. 
과거에는 동 법 section 18A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승인이 
요구되었음. 현재 18A는 폐지되었고, 18B 승인은 이 신고 요건으로 대체됨.
참고: 지사가 프로젝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BIDA
승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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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a)

b) 

c) 

d) 

e) 

f) 

승인 기간을 넘어서도 사무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해당 과세 당국(Tax Circle)으로 부터 발급받은 만료 전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he previous periods from the 

concerned tax circle)

사무소 허가 연장/갱신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최신 감사 보고서

보직/급여/직무기술서/국적이 명시된 (현지 및 외국인) 인력 현황.

최근 2년 간 수취한 송금(Inward remittances )의 현금화 내역서(Encashment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s for the last 2 years)

관련 수수료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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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제안된 회사에 대한 회사명 중복 확인(name clearance)을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로부터 받음.

STEP - 01

회사 설립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함 (방글라데시 내 예정된 은행 어디에서든 
비영업적(nonoperative)
계좌 개설). 초기/청약 자본금 (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 송금 업무 진행. 주식
발행 전, 송금된 외화를 Taka로 환전하여 현금화해야 함. 환전 후 '은행은   환전
증서 (encashment certificate)를 발행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거주자 Taka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계좌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 계좌는 해지됨.

STEP - 02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회사등기소(RJSC)에 제출함으로써 영구 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법인 투자 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 서식
- 이름 중복 확인 증서(name clearance certificate) <1단계에서 기 수령>
- 송금액에 대한 환전 증서 <2단계에서 기 수령>
- 관련 수수료(수권 자본에 따라 다양함)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등기소(RJSC)와의 법인 설립 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 투자본부(FEID: Foreign exchange investment)에게 통지해야 함.

STEP - 02

B&F COMPANY LIMITED 

Page - 7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

• 

•

•

•

•

•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 사항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방글라데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공사(City  corporation)/지방 당국 혹은 지방 정부(municipal authority or union 

council)로부터 무역 허가중을 발급받아야 함. 무역 허가증은 해당 갱신 수수료를 

남부하고 매 회계연도 (7월 ~ 6월) 마다 갱신되어야 함.

납세자 번호 증서(Tin certificate): 회사는 납세자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등록해야 함. TIN 증서는 e-tin을 위한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음(www.nbr-bd.org).

BIDA에 등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facilities)을 산업부문의 

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사용하기 위한민간 부문 투자제안을 위해서는 

(BIDA)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상업/ 트레이딩 활동, 주택 매수 혹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BIDA 에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산업부  문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에는   제조업 (manufacturing unit),기공 부문(processing unit),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식당(100%외국인 지분 보유)이 포함됨www.bida.gov.bd).

부가가치세 등록증(VAT):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주무 당국(Commissioner of 

VAT): 혹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부문(Commissioner of VAT or Deputy 

commissioner - VAT)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www.nbr-bd.org)

무역협회 회원증: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상공회의소/협회 

회원증이 요구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라 회원증이 없는 

사업체(business entity)는 수입 등 록증/수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가스/전기/전화/상하수도 연결 도면(Gas/Electricity/Telephone/Water & Sewerage 

connection): TITAS (가스), DESCO(전력), BTCL(통신) - 동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 등록증 / 수출 등록증 및 수입 허가서 발급: 이 증서들은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CCI&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IRC를 부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와 ERC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업체는 금액과 수량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허용품목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음(www.ccie.gov.bd)

4. 법인 설립 절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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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사항

•

•

• 

•
•

•

•

•

•

•

•

보세창고 허가: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본드 커미셔너(Custom Bond 

Commissioner)가 수출 산입을 대상으로 보세창고허가를 발급함(www.cbc.gov.bd)

환경 허가증(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환경 삼림부 산하 환경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환경 허가증을 발급함 (www. doe-bd.org)

화재 대비확인서(Fire license): 화재 대비 확인서(fire license)는 방글라데시 내무부 

산하 소방 및 민방위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발급함(www.fireservice.gov.bd)

지적 재산: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 디자인 상표청(DPDT: 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공산품에 대한 특허, 디자인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를 

등록함(www.dpdt.gov.bd).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부의 저작권(Copyright Department of the Directorate of 

Archives & libraries)가 2006 년 제정된 저작권 규정에 의거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www.ninl.gov.bd).

생산/수입된 물품에 방글라데시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 마크를 사용하도록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기관(BSTI: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s)이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를 발행함 (www.bstibd.org)

공장 및 사업장 조사국(CIF & 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에 

등록하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상업 사업장은 1965년 제정 공장법에 

의기하여 공업 및 사업장 조사국에 등록해야 함(www.mole.gov.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리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oiler 사용 등록: Registration 공장에서 Boilers를 사용하기 위해시는 산업부 산하 

공장 및 Boilers 조사국(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에 등록해야 

함(www.Boiler.gov.bd)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using Boiler in the factory from 

the 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www. 

boiler.gov. 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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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점/연락사무소/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의 

지점을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보 증서 발행: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회사 혹은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통화인 Taka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i) 100% 현금 

예치금을 담보로 하거나 (ii) 해당 회사에 허용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보증서 발행: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이 해외 은행의 보증 금액을 커버하는 

복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 비거주자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자 

앞으로 보증, 입찰 보증, 이행보증을 외화 혹은 현지 통화로 발행할 수 있음.

참고: AD Bank는 복보증 발행 은행에 대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서 유형:

a) 선수금 환급 보증

b) 이행 보증

c) 입찰 보증

d) 통관 보증

e) 공과금 납부 보증(Utility Guarantee)

5. 운영-보증서 발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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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개설

현지 통화 계좌

외화계좌

•   개설 가능 자격

•   방글라데시 거주자 - 현지 설립 법인(incorporated companies) 포함

•   외국 조직/국적 기관 즉 재외공관(diplomatic missions), UN 기구, 비영리 국제 

    기구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재외 공관/조직의 외국인 직원

•   허용되는 입금: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

•   해외로부터의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현지 비용

•   개설 가능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해외 혹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및 해외에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혹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

•   재외 공관(Foreign missions) 및 그들의 외국인 직원

•   상품 수출입체(Merchandise exporters) (수출 대금 유지 쿼터 계좌(Export Retention 

    Quota Account))

•   중앙은행은 건 별 외화 계좌 개설을 특별히 허용할 수도 있음

•   허용되는 입금:

•   외화 계좌 혹은 해외 은행의 비거주자 Taka 계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체된 외화 

    타발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계좌로부터 자유롭게 해외 지급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 현지 통화인 Taka로 환전 후 현지 인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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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 개설 - 지점/연락사무소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 - (필요한 경우)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의 이사진 목록 (List of Directors 
Incorporation)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계좌 및 운영 계좌 (operating account)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1.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2.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 
(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 여권 
사본 (Nationalized Photo ID/Photocopy of 
Passport) 
•모든 서명권자 
•이사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 
주주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  

방글라데시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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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진 목록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계좌 및 영업용 계좌(operating account) 개설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위임장.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 
b. 위임장은 공중을 받고 해당 국가 주재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 검증을 받아야함(POA has to be 
not arised and counter verified' from the High 
Commissioner of Bangladesh in the specific country)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영업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합작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상장사에 의한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합작법인 운영을 위한 
서명권자/지명자(nominees)/수익권자(POA holders) 
모두에 대해주민등록증(Nationalized Photo ID)/여권 
사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서  

방글라데시 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합작법인 계약서 사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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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작성 완료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FATCA 양식  
 

계좌개설신청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서명권자들 + 이사들 + 수임권자(PОА / DOA holder) (있는 

경우)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모두의 

개인정보 서식  

개인정보 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증서(VAT Certification), 납세자번호 증서(TIN 

Certificate) 및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있는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 (Bangladesh High 

Commission) /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정관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Notarized and to be 
certified by Bangladesh High)  

계좌 개설 및 계좌 운영 수단을 언급한 이사회 의사록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서식 XII / 이사진 목록 및 부속서류 X / 소유 구조   

자금의 원천 및 검증(예: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모든 서명권자들 + 모든 이사들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의 신분증 

 

모든 이사 + 서명권자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의 여권 크기의 사진(Passport sized photograph) 2 매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의 취업 허가서 + 거주자의 

외국인 서명권자들에 대한 Form Q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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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현지 비용 지불을 위해 지점/연락 사무소가 받는 타발 송금

•   초기 투자: 현지 법인 설립 /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수령하는 자금 한 지분

•   현지 설립 법인을 위한 지분 투자

•   외국인 소유의 법인의 모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 대출금(허용되는 경우) 

    혹은 BIDA가 승인한 대출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Form C: USD10,000을 초과하는 타발 송금(inward remittances)에 대해 신고한 

    용도에 내한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C가 제출되어야 함

•   커미션 송금: 모기업(principal)과의 계약서 사본. 커미션은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과세됨(Agreement copy with principal. The commission is subject to tax as 

    applicable for)

•   지점/연락사무소의 사무소 비용: BIDA 허가서

•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계약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   비용 정산: 청구서(Claim copy)/인보이스 사본(invoice copy)/차변표(debit note)

•   초기 투자:

•   투자 목적

•   입금 계좌는 "비영업용(NON OPERATIVE)"임을 언급하는 확인

•   정관 초안(Draft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Article of Association 

    (AoA))

•   FI-1 신고(Declaration of Fl-1 reporting)

•   정기적인 지분 투자:

•   송금 목적

•   정관(MoA & AoA)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1 보고 확인(Confirmation of FI-1 reporting)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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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일반적인 당발  송금 가이드라인

•   신용장 혹은 화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의 형태로 된 수입의 경우에만 외화 

    지급이 허용됨

•   수입은행이 인정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보증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선불송금.

•   대차대조표 상의 이익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최종 및 중간). 그러나 차후의 배당금 지급 (subsequent 

    dividend payment)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후 승인이 요구됨.

•   기술적 노하우 및 로열티 지급은 BIDA의 승인 대상임.

•   산업 기업(제조/가공/조립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는 연수 및 자문료 지급 목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   현지 등록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샵, 세미나, 연수 참석을 위한 등록/참가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송금 가능함.

•   공개 유한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런 경우 

    송금액은 매각 일자 기준 주식거래소에서의 해당 증권의 보편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에 대한 비거주자 지분 투자의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 거래소 상장 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are not listed with the stock exchange companies), (2) 유한 

    책임회사. 그러한 투자의 경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기 매문에 방글라데시은행은 

    송금액을 결정할 때 매각 일자 기준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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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EPC 업체들을 위한 당발 송금 프로세스

•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외화 계좌에 대한 당발 송금이 허용됨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전이 불가한 taka 계좌의 잉여 자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승인을 받기위해 프로젝트사무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됨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회계 감사가 완료된 손익계산서(Audited certificate copy of income and expenditure)

•   발주처의 프로젝트 완료 확인서(Project completion certificate from employer)

•   계좌 명세서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등

•   프로젝트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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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주소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4 Madani Avenue, Dhaka 1212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Bangladesh 
전화: +880 2-58812088 

이메일/웹사이트 : http: 
//overseas.mofa.go.kr/bd-en/index.do 

한국무역관(Korean Trade Center)- 

코트라 

76 Molly Capita, Gulshan Avenue,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0 2-9844218 

이메일: www.kotra.org.bd/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evel 5N, Grand DELVISTA, House CES(A) 1A Road 
11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880 2-9884690 

한-방 상공회의소(KBCCI: Korea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th floor, Laila Tower, 8. Gulshan Avenue, 
Gulshan - 1. Dhaka, 1212, Bangladesh 
전화 : +88096120 04000 +88096120 04100 
 
이메일: http://www.kbc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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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 개요 

방글라데시 3 주요 세금 :

11-1. 소득세 (Income Tax)

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1-3. 관세 (Custom Tax)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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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 

•   소득 및 세율의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거주자이며 

    182 일 이상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개인은 주민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누진 세율에 대해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운영되는 특정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있는 많은 카운티의 단체들에게도 

    이중 세금 조약 (DTA)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세율 : 

•   상장 회사 – 25 % 

•   개인 유한 회사 – 35 %

•   담배 및 모바일 회사 – 45 % 

•   은행, 보험 – 37.5-40 % 

•   지점 – 35 % 

거주자 개인 세율 : 

•   처음 250,000 – 0 % 

•   다음 400,000 – 10 % 

•   다음 500,000 – 15 % 

•   다음 600,000 – 20 % 

•   다음 3,000,000 – 25 % 

•   나머지 소득 – 30 % 

•   비거주자 세율 – 30 %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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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세제 혜택: 

•   RMG 세율 – 12 % (녹색 인증 회사 – 10 %) 

•   PPP 회사 – 10 년 면제 

•   민간 발전 회사 – 15 년 면제 

•  경제 구역 및 경제 구역의 운영자 – 다른 비율로 10 년 면제 

•   하이테크 파크 및 하이테크 파크 내 단체 – 다른 요금으로 10 년 면제 

•   다른 위치에서 다른 비율로 새로 설립 된 산업 사업자에 대한 5-10 년 면제 

•   개별 납세자는 특정 수당 및 선택한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 

•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매년 지불되고 평가됩니다. 

•   지불하는 동안 다른 세율의 원천세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해야하는 

    특정 소득이 있습니다. 예:  

 •   상주 계약자 최대 5 % 보류 

 •   비거주 계약자 – 7.5 % 보류

최저 세금 : 

•   어떤 경우에는 원천 징수 

•   총 영수증에 0.6 %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일반 세금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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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준수 요구 사항 :

•   원천 징수 세로 공제 된 월별 세금 명세서 

•   사전 세금의 분기 별 할부 

•   원천 징수 세의 반년 반품 

•   연간 소득세 신고  

•   직원 세금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전 가격 :

•   관련 기업과 국제 거래를하는 회사는 팔 길이 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 명세서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량이 Tk 30m를 초과 할 경우 거래 가격의 정당성을 포함한 

    특정 문서 및 정보를 유지해야합니다. 

•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비는 엔터테인먼트, 로열티, 기술 비용, 해외 여행 경비, 인센티브 

    보너스, 필수 조건 등과 같은 특정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천 징수 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은 균형 조정 방법에서 특정 요율로 허용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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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사업 손실은 최대 6 년까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없는 기업과의 국제 거래 가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적 경우 비거주 세금 :

•   건설업자 또는 하청업자 – 7.5 %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 20 % 

•   이자 – 20 % 

•   공급 업체 – 7.5 % 

•   자본 이득 – 15 % 

•   급여 – 30 % 

•   기술 수수료,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20 % 

대한민국과의 DTA에 따른 비거주자 세금 : 

•   배당 – 회사 주주 10 % 

•   이자 – 10 % 

•   로열티 – 10 % 

*  DTA에 따라 면세 또는 더 낮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인증서가 필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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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및 부가 의무 법 2012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2 개월 동안 이직률이 Tk 30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VAT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   표준 부가 세율은 15 %입니다 

•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5 %, 7.5 %, 10 %의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   더 낮은 비율의 VAT 지불 인에게는 입력 VAT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한 회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결제시 소스에서 VAT를  

    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점은 원천 징수 법인이 아닙니다. 

•   세무 당국에 제출할 VAT의 월별 수익 

•   건설 계약자 및 하청 업체의 VAT 비율은 7.5 %입니다. 그러나 VAT를 

    표준 요율 즉 15 %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서 VAT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PPP 회사 

•   발전 회사

•   경제 구역 및 수출 처리 구역 엔터티 

•   하이테크 파크 

•   특별 주문 또는 SRO가 면제하는 자본 기계, 인명 구조 드래그 및 필수 품목

부가가치세 환불도 가능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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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세 (Custom Tax)

•   방글라데시 관세 Tariff 일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단계의 기타 관세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의무 @ 3 % 대부분 0 %에서 35 %까지 다양 

 •   VAT @ 15 % 

 •   사전 세금 (세금 VAT) @ 5 % 

 •   대부분의 경우 5 %의 사전 소득세 

 •   적용 가능한 보충 의무 

•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차 또는 하위 표준 품질의 상품, 수리 / 오래된 사무 기기, 복사기, 전화 

    및 팩스,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제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임시 장비 수입 또는 재수출 기준 수입 허용

B&F COMPANY LIMITED 

Page - 25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12. 이익 / 배당 송환

지사의 수익을 포함한 배당금은 공인 은행을 통해 쉽게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송환 신청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사본, 

    AoA, MoA, 감사 재무 제표, 이사회 결의, 세금 통관 증거 / 세 신고서, 

    비거주 주주 명단,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선언서 및 서류 회사 등 

•   지점은 BIDA에서 조항 # 8의 포기를 요구하고 허가, 현금 인출 증명서와 

    같은 다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배당금 원천 징수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로열티, 기술 노하우 및 기술 지원 비용

•   EPZ 구역에있는 기업은 BEZA의 사전 허가없이 로열티 이하로 로열티를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로젝트 - 수입 기계류의 6 % 

•   지속적인 우려 – 작년 판매의 6 %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는 BEZA / BEPZ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문제는 BID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BIDA 허가서에는 지명된 은행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AoA, MoA, 감사 된 최종 명세서, 세금 통관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

•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 기술 수수료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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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금융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금 배당을 초과하는 이익 잉여금과 세후 순이익의 70 %를 각각 

    유지하기위한 주식 배당에 대한 10 % 세금 도입 

•   거주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의 최대 원천세 / 원천 징수 세가 7 %에서 5 

    %로 감소했습니다. 

•   회사는 세금 환급에 앞서 관련 기업과의 이전 가격 규정에 정의 된 국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   VAT 등록에 대한 최소 회전율 임계 값이 0.8m에서 30m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주 계약 업체가 전체 계약 가격으로 

    VAT를 지불 한 경우) 조항이 취소됐습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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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gistration 

01

Show Room03

100%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Branch office

Work Permit, Visa

License, Certificate & Visa Renewal

06 HRD: All type of Manpower  -

Accountant, Engineer and as per demand of clients.

BPO Service

Office Sharing02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Display Product Sample & Catalogue

5 Persons

Others

Meeting Room, Event & 
Seminar04

Coffee Shop05

Import & Export, Custom Clearance, Transport and Others.

Catering Service: Provide Korean and Bangla food.

Rental Service:

(4,6,12,18 Persons)

(Korean TV, Korean Tea & Coffee)

Vehicle: 
 
Various Logistics Support Vehicle/Ships

House Hold: Air Conditionar, Generator, Water Purifier, Air Purifier and etc.

Temporary Camp & Office
(Scaffolder, Heavy Equipment)

Project Assist: Sub-contractor & Service Company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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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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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Capital for the 1st Ten Million (10,000,000/-) Bangladeshi Taka 
(Registration Fees-BDT-50,020 + 15% VAT BDT-7,503/-) and for the next Per Ten Million 
Authorized Capital Registration Fees will be BDT.10,000 + 15% VAT Gradually. 

Trade License 

Bank A/C Open

Import License (IRC) Unlimited, Fees + 15% VAT

Export License 

PI/E-Visa Recommendation Letter receive from BIDA 

Apply for Work Permit & Obtain form BIDA (1-year) 

Security Clearance from Ministry of Homes   

Visa Extension Fees (Per Person for 1-year)

(Prepared Company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Obtaining Encashment 

-

27,750 tk

7,000 tk

7,000 tk

10,000 tk

20,000 tk

50,000 tk

105,000 tk

25,000 tk

15,000 tk

15,000 tk

20,000 tk

10,000 tk

4,800 tk

10,000 tk

7,500 tk

15,000 tk

Free

Registration of 100%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 Bangladesh: (회사  등록)

Various Licenses & Govt. Permission: (라이센스, 허가) 

Visa Recommendation, PI/E-Visa, WP & Visa Ext.: (체류허가, 비자) 

사무실 )

Miscellaneous: (기타  경비 )

Name Clearance/Permission  

BDT. 50million is a Standerd Authorized Capital for Commercial Private Limited Company.

But the Authorise Capital may Customized as per Client Demand 

Legal Consulting Fees: (컨설팅 )

Total Amount(BDT)

Price Calculation Form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Person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2 Persons

20,000 tk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3 Persons

ww
w.
ko
rea
-b
an
gla
.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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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gistration 

01

Show Room03

100%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Branch office

Work Permit, Visa

06 HRD: All type of Manpower  -

Accountant, Engineer and as per demand of clients.

BPO Service

Office Sharing02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Display Product Sample & Catalogue

5 Persons

Others

Meeting Room, Event & 
Seminar04

Coffee Shop05

Import & Export, Custom Clearance, Transport and Others.

Catering Service: Provide Korean and Bangla food.

Rental Service:

(4,6,12,18 Persons)

(Korean TV, Korean Tea & Coffee)

Vehicle: 
 House Hold: 

Temporary Camp & Office
(Scaffolder, Heavy Equipment)

Project Assist: Sub-contractor & Servi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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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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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글라데시: 경제 현황

세계 제2의 섬유 및 의류 제조국:

* 1971년 국가독립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 중

* 뱅갈만을 통한 인도양 접근이 가능한 인도와 중국을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

* 2018년 기성복(RMG) 제품 수출액 USD 306억달러 기록, 2021년까지 USD 

  500억달러 목표

GDP총액 2018년 현재

USD2,740백만달러에서2030

년까지 USD1조달러, 

2050년까지 USD3조달러로 

성장 예상

10년 60성장율 >6% 

기록 및 2019년말 7.50% 

예상

S&P 및 무디스 국가등급 

과거6년째  ‘안정적’ 유지 중

인구 및 경제 통계:

• 총인구 16억8천만명7 및 노동인구 62.1   

  백만명

• 일인당 GDP USD1,888달러 (2018 

  nominal)

• 총인구 3분의2 연령 분포15세~64

  세(생산연령인구)

• 도시화율 36%; 2050년까지 54%로 

  성장예상

• 개인소비지출이 607의 70%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소비자수요 증가세

• 공공기관 대외부채: 60의 15.1%

주요 투자 기회:

•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중 “Next

  Eleven“ 국가로 선정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법적보호

• 경제 개혁을 보조하기 위한 2030년까지

  USD 320억달러 상당 인프라 투자수요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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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진출하기

현지 등록/설립 법인

* 외국계 회사는 1994년 제정 회사법(companies act 1994)에 의거하여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이런 유형의 회사는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됨

* 이사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관련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의 요구 

  서류(Returns)를 RJSC에 제출해야 함.

* 세후 이익 본국으로 송금 가능

* 회사 등록 시점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지 점/연락 사무소

*

*

*

외국 회사의 지사(branch office)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의 승인 하에 수익 창출이 허용됨.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송금액을 사용하거나 승인된 사업 
영역으로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창출된 수익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자금의 입금을 위해서는 “clause 7" 
면제에 대해 BI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Clause 8”면제 또한 권장됨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음. 연락사무소의 경비는 모두 뱅킹 채널을 
통해 모회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함. 연락사무소는 해외 모기업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현지 법인/납품업체/계약업체/공장/고객/수입업체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세후 이익은 모두 BIDA의 승인 및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승인 하에 전액 
모기업으로 송금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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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S
T
E
P 

_

 

1

S
T
E
P 

_

 

2

S
T
E
P 

_

 

3

a) 

b) 
c)  
d)  
e) 
f) 
g)  
   
h)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함

지점/연락사무소/대표 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하여 신청서제출.
모회사(principal/parent company)/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이사/발기인들(directors 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회계감사가 완료된 모회사(principal company)의 최근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방글라데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 및 현지인이 채워야 할 보직을 보여주는 조직도 제안
방글라데시에서 제안된 지점/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
(Bangladesh bank 혹은 Sonali bank지점에) 관련 수수료 예탁 영수증. 
Deposit (in any branch of Bangladesh bank or Sonali bank) receipt of applicable fees

참고: 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 공관 /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함

BIDA의 허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송금으로 수취한 $50,000(혹은 
BIDA 승인에 의거한 금액) 이상의 외화 초기 설립 비용 혹은 사무소 운영 
비용에 상당하는 외화 반입

BIDA 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은행에 
신고(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은행(AD bank)Authorized Dealer)을 통해)

 *이는 2015년 9월에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 외환규제법에 의거한 것임. 
과거에는 동 법 section 18A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승인이 
요구되었음. 현재 18A는 폐지되었고, 18B 승인은 이 신고 요건으로 대체됨.
참고: 지사가 프로젝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BIDA
승인이 요구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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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a)

b) 

c) 

d) 

e) 

f) 

승인 기간을 넘어서도 사무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회사는 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함:

• 

해당 과세 당국(Tax Circle)으로 부터 발급받은 만료 전 기간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for the previous periods from the 

concerned tax circle)

사무소 허가 연장/갱신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최신 감사 보고서

보직/급여/직무기술서/국적이 명시된 (현지 및 외국인) 인력 현황.

최근 2년 간 수취한 송금(Inward remittances )의 현금화 내역서(Encashment 

certificate of inward  remittances for the last 2 years)

관련 수수료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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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제안된 회사에 대한 회사명 중복 확인(name clearance)을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로부터 받음.

STEP - 01

회사 설립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함 (방글라데시 내 예정된 은행 어디에서든 
비영업적(nonoperative)
계좌 개설). 초기/청약 자본금 (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 송금 업무 진행. 주식
발행 전, 송금된 외화를 Taka로 환전하여 현금화해야 함. 환전 후 '은행은   환전
증서 (encashment certificate)를 발행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비거주자 Taka 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계좌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이 계좌는 해지됨.

STEP - 02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수수료를 
회사등기소(RJSC)에 제출함으로써 영구 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음: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법인 투자 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 서식
- 이름 중복 확인 증서(name clearance certificate) <1단계에서 기 수령>
- 송금액에 대한 환전 증서 <2단계에서 기 수령>
- 관련 수수료(수권 자본에 따라 다양함)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등기소(RJSC)와의 법인 설립 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 투자본부(FEID: Foreign exchange investment)에게 통지해야 함.

STEP - 02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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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 사항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방글라데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공사(City  corporation)/지방 당국 혹은 지방 정부(municipal authority or union 

council)로부터 무역 허가중을 발급받아야 함. 무역 허가증은 해당 갱신 수수료를 

남부하고 매 회계연도 (7월 ~ 6월) 마다 갱신되어야 함.

납세자 번호 증서(Tin certificate): 회사는 납세자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등록해야 함. TIN 증서는 e-tin을 위한 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음(www.nbr-bd.org).

BIDA에 등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facilities)을 산업부문의 

기업(industrial undertaking)이 사용하기 위한민간 부문 투자제안을 위해서는 

(BIDA)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상업/ 트레이딩 활동, 주택 매수 혹은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BIDA 에 등록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산업부  문의기업(Industrial 

undertaking)에는   제조업 (manufacturing unit),기공 부문(processing unit),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식당(100%외국인 지분 보유)이 포함됨www.bida.gov.bd).

부가가치세 등록증(VAT):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주무 당국(Commissioner of 

VAT): 혹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부문(Commissioner of VAT or Deputy 

commissioner - VAT)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www.nbr-bd.org)

무역협회 회원증: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의 상공회의소/협회 

회원증이 요구될 수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라 회원증이 없는 

사업체(business entity)는 수입 등 록증/수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가스/전기/전화/상하수도 연결 도면(Gas/Electricity/Telephone/Water & Sewerage 

connection): TITAS (가스), DESCO(전력), BTCL(통신) - 동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수입 등록증 / 수출 등록증 및 수입 허가서 발급: 이 증서들은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CCI&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IRC를 부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와 ERC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업체는 금액과 수량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떤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허용품목을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음(www.ccie.gov.bd)

4. 법인 설립 절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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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후의 규제 준수사항

•

•

• 

•
•

•

•

•

•

•

•

보세창고 허가: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본드 커미셔너(Custom Bond 

Commissioner)가 수출 산입을 대상으로 보세창고허가를 발급함(www.cbc.gov.bd)

환경 허가증(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환경 삼림부 산하 환경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환경 허가증을 발급함 (www. doe-bd.org)

화재 대비확인서(Fire license): 화재 대비 확인서(fire license)는 방글라데시 내무부 

산하 소방 및 민방위청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발급함(www.fireservice.gov.bd)

지적 재산: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 디자인 상표청(DPDT: 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공산품에 대한 특허, 디자인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를 

등록함(www.dpdt.gov.bd).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부의 저작권(Copyright Department of the Directorate of 

Archives & libraries)가 2006 년 제정된 저작권 규정에 의거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함(www.ninl.gov.bd).

생산/수입된 물품에 방글라데시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 마크를 사용하도록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기관(BSTI: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ions)이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를 발행함 (www.bstibd.org)

공장 및 사업장 조사국(CIF & E: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에 

등록하기: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상업 사업장은 1965년 제정 공장법에 

의기하여 공업 및 사업장 조사국에 등록해야 함(www.mole.gov.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리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Boiler 사용 등록: Registration 공장에서 Boilers를 사용하기 위해시는 산업부 산하 

공장 및 Boilers 조사국(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에 등록해야 

함(www.Boiler.gov.bd)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using Boiler in the factory from 

the office of the Chief Inspector of Boilers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www. 

boiler.gov. bd)

방사능 인증서(Radiation certificate):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센터 (BEC: 

Atomic Energy Centre of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가 방사능 

인증서를 발급함(www.baec.org.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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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점/연락사무소/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의 

지점을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보 증서 발행:

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회사 혹은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글라데시 통화인 Taka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i) 100% 현금 

예치금을 담보로 하거나 (ii) 해당 회사에 허용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방글라데시 거주자 앞으로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보증서 발행: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이 해외 은행의 보증 금액을 커버하는 

복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 비거주자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자 

앞으로 보증, 입찰 보증, 이행보증을 외화 혹은 현지 통화로 발행할 수 있음.

참고: AD Bank는 복보증 발행 은행에 대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증서 유형:

a) 선수금 환급 보증

b) 이행 보증

c) 입찰 보증

d) 통관 보증

e) 공과금 납부 보증(Utility Guarantee)

5. 운영-보증서 발행 업무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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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좌 개설

현지 통화 계좌

외화계좌

•   개설 가능 자격

•   방글라데시 거주자 - 현지 설립 법인(incorporated companies) 포함

•   외국 조직/국적 기관 즉 재외공관(diplomatic missions), UN 기구, 비영리 국제 

    기구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재외 공관/조직의 외국인 직원

•   허용되는 입금: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금

•   해외로부터의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현지 비용

•   개설 가능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자

•   정부/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외국 도급업체 및 컨설턴트

•   해외 혹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및 해외에 등록되어 방글라데시 혹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

•   재외 공관(Foreign missions) 및 그들의 외국인 직원

•   상품 수출입체(Merchandise exporters) (수출 대금 유지 쿼터 계좌(Export Retention 

    Quota Account))

•   중앙은행은 건 별 외화 계좌 개설을 특별히 허용할 수도 있음

•   허용되는 입금:

•   외화 계좌 혹은 해외 은행의 비거주자 Taka 계좌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체된 외화 

    타발 송금

•   허용되는 출금:

•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계좌로부터 자유롭게 해외 지급이 가능함

•   방글라데시 현지 통화인 Taka로 환전 후 현지 인출 사용이 가능함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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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좌 개설 - 지점/연락사무소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 - (필요한 경우)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법인의 이사진 목록 (List of Directors 
Incorporation)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계좌 및 운영 계좌 (operating account)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1.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2.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의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 
(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 여권 
사본 (Nationalized Photo ID/Photocopy of 
Passport) 
•모든 서명권자 
•이사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 
주주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  

방글라데시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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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요건 
정관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진 목록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작법인 참여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계좌 및 영업용 계좌(operating account) 개설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위임장. 여기에는 다음과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a. 운영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는 의사 결정 
b. 위임장은 공중을 받고 해당 국가 주재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 검증을 받아야함(POA has to be 
not arised and counter verified' from the High 
Commissioner of Bangladesh in the specific country)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설명되어야 함.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의사 
결정 
•영업 수단, 계약서 서명 권한, 계좌 개설 
권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의사 결정 
 

합작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구조(최종 개인 주주 / 
상장사에 의한 지분 보유 현황, 조직 소유구조 표시) 
합작법인 운영을 위한 
서명권자/지명자(nominees)/수익권자(POA holders) 
모두에 대해주민등록증(Nationalized Photo ID)/여권 
사본 

공증 및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확인서(Bangladesh High Commission 
Attestation)가 있어야 함 
 

모든 서명권자 및 이사들의 사진이 첨부된 개인 정보 
서식 

해당 개인 모두가 서명해야 함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Tin and Vat)  

BIDA 허가서  

방글라데시 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Form 
QA22 와  함께 취업 허가서 

 

계좌 개설 신청서 & FATCA 신고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함 
합작법인 계약서 사본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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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좌 개설 - 합작 법인 관련 필요 서류

서류 추가 요건 

작성 완료된 계좌개설신청서 및 FATCA 양식  
 

계좌개설신청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서명권자들 + 이사들 + 수임권자(PОА / DOA holder) (있는 

경우)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모두의 

개인정보 서식  

개인정보 서식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증서(VAT Certification), 납세자번호 증서(TIN 

Certificate) 및 무역 허가증(Trade License)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름 변경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name 
change)(있는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판무관 (Bangladesh High 

Commission) /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고 법인감을 

날인해야 함. 

정관  공증을 받고 방글라데시 고등 판무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Notarized and to be 
certified by Bangladesh High)  

계좌 개설 및 계좌 운영 수단을 언급한 이사회 의사록  모든 페이지에 서명권한자가 서명하고 

법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서식 XII / 이사진 목록 및 부속서류 X / 소유 구조   

자금의 원천 및 검증(예: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모든 서명권자들 + 모든 이사들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의 신분증 

 

모든 이사 + 서명권자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 주의 여권 크기의 사진(Passport sized photograph) 2 매  

 

거주자인 외국인 서명권자의 취업 허가서 + 거주자의 

외국인 서명권자들에 대한 Form Q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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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현지 비용 지불을 위해 지점/연락 사무소가 받는 타발 송금

•   초기 투자: 현지 법인 설립 / 지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수령하는 자금 한 지분

•   현지 설립 법인을 위한 지분 투자

•   외국인 소유의 법인의 모기업이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 대출금(허용되는 경우) 

    혹은 BIDA가 승인한 대출금

정기적인 타발 송금의 유형

•   Form C: USD10,000을 초과하는 타발 송금(inward remittances)에 대해 신고한 

    용도에 내한 증빙 자료와 함께 Form C가 제출되어야 함

•   커미션 송금: 모기업(principal)과의 계약서 사본. 커미션은 해당 비즈니스 유형에 

    대해 과세됨(Agreement copy with principal. The commission is subject to tax as 

    applicable for)

•   지점/연락사무소의 사무소 비용: BIDA 허가서

•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계약서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   비용 정산: 청구서(Claim copy)/인보이스 사본(invoice copy)/차변표(debit note)

•   초기 투자:

•   투자 목적

•   입금 계좌는 "비영업용(NON OPERATIVE)"임을 언급하는 확인

•   정관 초안(Draft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Article of Association 

    (AoA))

•   FI-1 신고(Declaration of Fl-1 reporting)

•   정기적인 지분 투자:

•   송금 목적

•   정관(MoA & AoA)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1 보고 확인(Confirmation of FI-1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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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일반적인 당발  송금 가이드라인

•   신용장 혹은 화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의 형태로 된 수입의 경우에만 외화 

    지급이 허용됨

•   수입은행이 인정하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상환 보증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물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선불송금.

•   대차대조표 상의 이익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송금(최종 및 중간). 그러나 차후의 배당금 지급 (subsequent 

    dividend payment)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후 승인이 요구됨.

•   기술적 노하우 및 로열티 지급은 BIDA의 승인 대상임.

•   산업 기업(제조/가공/조립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는 연수 및 자문료 지급 목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   현지 등록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한 해외 워크샵, 세미나, 연수 참석을 위한 등록/참가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송금 가능함.

•   공개 유한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주식을 매각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그런 경우 

    송금액은 매각 일자 기준 주식거래소에서의 해당 증권의 보편적인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에 대한 비거주자 지분 투자의 매각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1) 거래소 상장 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공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are not listed with the stock exchange companies), (2) 유한 

    책임회사. 그러한 투자의 경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기 매문에 방글라데시은행은 

    송금액을 결정할 때 매각 일자 기준 회계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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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발 송금

EPC 업체들을 위한 당발 송금 프로세스

•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외화 계좌에 대한 당발 송금이 허용됨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환전이 불가한 taka 계좌의 잉여 자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승인을 받기위해 프로젝트사무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필요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됨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회계 감사가 완료된 손익계산서(Audited certificate copy of income and expenditure)

•   발주처의 프로젝트 완료 확인서(Project completion certificate from employer)

•   계좌 명세서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 등

•   프로젝트 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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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기타 중요 기관 연락처 주소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4 Madani Avenue, Dhaka 1212  
7-9 Kawran Bazar C/A, Dhaka 1215, Bangladesh 
전화: +880 2-58812088 

이메일/웹사이트 : http: 
//overseas.mofa.go.kr/bd-en/index.do 

한국무역관(Korean Trade Center)- 

코트라 

76 Molly Capita, Gulshan Avenue, Gulshan 1, 
Dhaka 1212 
전화 : +880 2-9844218 

이메일: www.kotra.org.bd/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evel 5N, Grand DELVISTA, House CES(A) 1A Road 
113, Gulshan 1, Dhaka 1212 
전화: +880 2-9884690 

한-방 상공회의소(KBCCI: Korea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th floor, Laila Tower, 8. Gulshan Avenue, 
Gulshan - 1. Dhaka, 1212, Bangladesh 
전화 : +88096120 04000 +88096120 04100 
 
이메일: http://www.kbc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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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금 개요 

방글라데시 3 주요 세금 :

11-1. 소득세 (Income Tax)

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1-3. 관세 (Custom Tax)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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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 

•   소득 및 세율의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거주자이며 

    182 일 이상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개인은 주민 납세자입니다. 

•   법인은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누진 세율에 대해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여러 부문에서 운영되는 특정 산업에 사용할 수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에 관심이있는 많은 카운티의 단체들에게도 

    이중 세금 조약 (DTA)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세율 : 

•   상장 회사 – 25 % 

•   개인 유한 회사 – 35 %

•   담배 및 모바일 회사 – 45 % 

•   은행, 보험 – 37.5-40 % 

•   지점 – 35 % 

거주자 개인 세율 : 

•   처음 250,000 – 0 % 

•   다음 400,000 – 10 % 

•   다음 500,000 – 15 % 

•   다음 600,000 – 20 % 

•   다음 3,000,000 – 25 % 

•   나머지 소득 – 30 % 

•   비거주자 세율 – 30 %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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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세제 혜택: 

•   RMG 세율 – 12 % (녹색 인증 회사 – 10 %) 

•   PPP 회사 – 10 년 면제 

•   민간 발전 회사 – 15 년 면제 

•  경제 구역 및 경제 구역의 운영자 – 다른 비율로 10 년 면제 

•   하이테크 파크 및 하이테크 파크 내 단체 – 다른 요금으로 10 년 면제 

•   다른 위치에서 다른 비율로 새로 설립 된 산업 사업자에 대한 5-10 년 면제 

•   개별 납세자는 특정 수당 및 선택한 부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 

•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 신고를 통해 매년 지불되고 평가됩니다. 

•   지불하는 동안 다른 세율의 원천세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해야하는 

    특정 소득이 있습니다. 예:  

 •   상주 계약자 최대 5 % 보류 

 •   비거주 계약자 – 7.5 % 보류

최저 세금 : 

•   어떤 경우에는 원천 징수 

•   총 영수증에 0.6 %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된 일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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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세 (Income Tax)

준수 요구 사항 :

•   원천 징수 세로 공제 된 월별 세금 명세서 

•   사전 세금의 분기 별 할부 

•   원천 징수 세의 반년 반품 

•   연간 소득세 신고  

•   직원 세금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전 가격 :

•   관련 기업과 국제 거래를하는 회사는 팔 길이 가격을 결정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 명세서는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국제 거래량이 Tk 30m를 초과 할 경우 거래 가격의 정당성을 포함한 

    특정 문서 및 정보를 유지해야합니다. 

•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문제: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허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경비는 엔터테인먼트, 로열티, 기술 비용, 해외 여행 경비, 인센티브 

    보너스, 필수 조건 등과 같은 특정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천 징수 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 상각은 균형 조정 방법에서 특정 요율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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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세금 개요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의 수입으로 취급되며 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사업 손실은 최대 6 년까지 이월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없는 기업과의 국제 거래 가격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택적 경우 비거주 세금 :

•   건설업자 또는 하청업자 – 7.5 %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 20 % 

•   이자 – 20 % 

•   공급 업체 – 7.5 % 

•   자본 이득 – 15 % 

•   급여 – 30 % 

•   기술 수수료,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 20 % 

대한민국과의 DTA에 따른 비거주자 세금 : 

•   배당 – 회사 주주 10 % 

•   이자 – 10 % 

•   로열티 – 10 % 

*  DTA에 따라 면세 또는 더 낮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인증서가 필요

B&F COMPANY LIMITED 

Page - 232020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11-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및 부가 의무 법 2012는 201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12 개월 동안 이직률이 Tk 30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VAT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   표준 부가 세율은 15 %입니다 

•   특정 경우에 적용 가능한 5 %, 7.5 %, 10 %의 할인 요금이 있습니다 

•   더 낮은 비율의 VAT 지불 인에게는 입력 VAT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한 회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결제시 소스에서 VAT를  

    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점은 원천 징수 법인이 아닙니다. 

•   세무 당국에 제출할 VAT의 월별 수익 

•   건설 계약자 및 하청 업체의 VAT 비율은 7.5 %입니다. 그러나 VAT를 

    표준 요율 즉 15 %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에서 VAT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   PPP 회사 

•   발전 회사

•   경제 구역 및 수출 처리 구역 엔터티 

•   하이테크 파크 

•   특별 주문 또는 SRO가 면제하는 자본 기계, 인명 구조 드래그 및 필수 품목

부가가치세 환불도 가능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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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세 (Custom Tax)

•   방글라데시 관세 Tariff 일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단계의 기타 관세 및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의무 @ 3 % 대부분 0 %에서 35 %까지 다양 

 •   VAT @ 15 % 

 •   사전 세금 (세금 VAT) @ 5 % 

 •   대부분의 경우 5 %의 사전 소득세 

 •   적용 가능한 보충 의무 

•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차 또는 하위 표준 품질의 상품, 수리 / 오래된 사무 기기, 복사기, 전화 

    및 팩스,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제품은 수입 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임시 장비 수입 또는 재수출 기준 수입 허용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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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 / 배당 송환

지사의 수익을 포함한 배당금은 공인 은행을 통해 쉽게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송환 신청은 다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사본, 

    AoA, MoA, 감사 재무 제표, 이사회 결의, 세금 통관 증거 / 세 신고서, 

    비거주 주주 명단,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 선언서 및 서류 회사 등 

•   지점은 BIDA에서 조항 # 8의 포기를 요구하고 허가, 현금 인출 증명서와 

    같은 다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배당금 원천 징수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로열티, 기술 노하우 및 기술 지원 비용

•   EPZ 구역에있는 기업은 BEZA의 사전 허가없이 로열티 이하로 로열티를 

    송환 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로젝트 - 수입 기계류의 6 % 

•   지속적인 우려 – 작년 판매의 6 %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로열티는 BEZA / BEPZ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른 문제는 BIDA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BIDA 허가서에는 지명된 은행 명을 명시해야합니다

•   법인 증명서, AoA, MoA, 감사 된 최종 명세서, 세금 통관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

•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 기술 수수료 - 20 % (DTA – 10 %)

•   DTA 혜택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NBR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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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 (금융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금 배당을 초과하는 이익 잉여금과 세후 순이익의 70 %를 각각 

    유지하기위한 주식 배당에 대한 10 % 세금 도입 

•   거주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의 최대 원천세 / 원천 징수 세가 7 %에서 5 

    %로 감소했습니다. 

•   회사는 세금 환급에 앞서 관련 기업과의 이전 가격 규정에 정의 된 국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   VAT 등록에 대한 최소 회전율 임계 값이 0.8m에서 30m로 증가했습니다. 

•   기존 하도급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주 계약 업체가 전체 계약 가격으로 

    VAT를 지불 한 경우) 조항이 취소됐습니다.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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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usiness & Culture Center)

Bangladesh 
Business
SolutionST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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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gistration 

01

Show Room03

100% foreign investment, Joint venture,  Branch office

Work Permit, Visa

License, Certificate & Visa Renewal

06 HRD: All type of Manpower  -

Accountant, Engineer and as per demand of clients.

BPO Service

Office Sharing02 1 Person

2 Persons

3 Persons

Display Product Sample & Catalogue

5 Persons

Others

Meeting Room, Event & 
Seminar04

Coffee Shop05

Import & Export, Custom Clearance, Transport and Others.

Catering Service: Provide Korean and Bangla food.

Rental Service:

(4,6,12,18 Persons)

(Korean TV, Korean Tea & Coffee)

Vehicle: 
 
Various Logistics Support Vehicle/Ships

House Hold: Air Conditionar, Generator, Water Purifier, Air Purifier and etc.

Temporary Camp & Office
(Scaffolder, Heavy Equipment)

Project Assist: Sub-contractor & Service Company

B&F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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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Task N
am

e
Duration

1
Com

pany N
am

e Perm
ission 

1 D
ay

2
Proposed Bank A/C (Tem

porary)
3 D

ays

3
Investm

ent Am
ount Rem

it in Proposed 
Bank A/C from

 the Foreign Country
3 D

ays

4
Encashm

ent Certificate Receive for the 
sam

e Rem
ited Am

ount from
 Bank

3 D
ays

5
M

em
orandum

 Preparation and Verify
3 D

ays

6
Registration have to be done w

ith RJSC
21 D

ays

7
Trade License

7 D
ays

8
TIN

(Tax Identification N
o.)

2 D
ays

9
Form

al Bank A/C O
pened

3 D
ays

10
Chem

ber of Com
m

erce M
em

bership
3 D

ays

11
Im

port Registration Certificate
21 D

ays

12
Value Added Tax

7 D
ays

5 W
eek

6 W
eek

N
ote: O

ther N
ecessary Licenses &

 Certificates w
ill be O

btained Tim
e to Tim

e for the N
ecessity of Com

pany.

Step 01

Step 02

1 W
eek

2 W
eek

3 W
eek

4 W
eek

5 W
eek

6 W
eek

21 D
ays

7 D
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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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Capital for the 1st Ten Million (10,000,000/-) Bangladeshi Taka 
(Registration Fees-BDT-50,020 + 15% VAT BDT-7,503/-) and for the next Per Ten Million 
Authorized Capital Registration Fees will be BDT.10,000 + 15% VAT Gradually. 

Trade License 

Bank A/C Open

Import License (IRC) Unlimited, Fees + 15% VAT

Export License 

PI/E-Visa Recommendation Letter receive from BIDA 

Apply for Work Permit & Obtain form BIDA (1-year) 

Security Clearance from Ministry of Homes   

Visa Extension Fees (Per Person for 1-year)

(Prepared Company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Obtaining Encashment 

-

27,750 tk

7,000 tk

7,000 tk

10,000 tk

20,000 tk

50,000 tk

105,000 tk

25,000 tk

15,000 tk

15,000 tk

20,000 tk

10,000 tk

4,800 tk

10,000 tk

7,500 tk

15,000 tk

Free

Registration of 100%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 Bangladesh: (회사  등록)

Various Licenses & Govt. Permission: (라이센스, 허가) 

Visa Recommendation, PI/E-Visa, WP & Visa Ext.: (체류허가, 비자) 

사무실 )

Miscellaneous: (기타  경비 )

Name Clearance/Permission  

BDT. 50million is a Standerd Authorized Capital for Commercial Private Limited Company.

But the Authorise Capital may Customized as per Client Demand 

Legal Consulting Fees: (컨설팅 )

Total Amount(BDT)

Price Calculation Form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Person

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2 Persons

20,000 tkO�ce Accommodation (Table & Chair), Internet and Secretary Per 3 Persons

ww
w.
ko
rea
-b
an
gla
.co
m



BURIMARI

HILLI

TAMABIL

BHOMRA

DARSHANA

DHAKA

BOGRA

HAMAITPUR, SAVAR

KERANIGONJ, DHAKA

Stone Collection Point

Stone Stock Yard

Sand Stock Yard

Sand Collection Point

LEGEND

STONE & SAND COLLECTION POINT AND STOCK YARD



BURIMARI

HILLI

TAMABIL

BHOMRA

DARSHANA

DHAKA

BOGRA

HAMAITPUR, SAVAR

KERANIGONJ, DHAKA

Stone Collection Point

Stone Stock Yard

Sand Stock Yard

Sand Collection Point

LEGEND

Stone & Sand Yard 

 

 

Stone Collect From 

1. HILLI 
2. BHORMA PORT 
3. BURIMARI, RANGPUR 
4. TAMABIL, SYLHET 
5. DARSHANA 

Stone Stock Yard 

1. HILLI PORT : PAKUR STONE 
2. BOGRA : PAKUR STONE & THOSA 
3. BHOMRA : PAKUR STONE.  
4. BURIMARI : THOSA & BHUTAN STONE. 
5. TAMABILL : RIVER STONE, MEGALOY & JAFLONG RIVERSTONE . 

 
 

Sand Yard 

SAND STOCK AT ADVANCE POLICE TOWN,HAMAIATPUR, SAVAR. 
 

Crushed Stone 3/4"  1/2” W ashed 
Crushed Stone 

40 mm Crushed Stone 12 mm Crushed Stone 40 mm Crushed Stone 

High Quality River Sand Sylhet Sand Filling Sand Construction Sand 



MEGA PROJECTS
IN BANGLADESH

PADMA BRIDGE PROJECT

TOTAL COST

TK  30,193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19,153.12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PADMA RAIL LINK PROJECT

TOTAL COST

TK  34,988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9,305.64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METRO RAIL PROJECT

TOTAL COST

TK  21,985.07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6,458.56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CHATTOGRAM-COX’S BAZAR RAIL LINE

TOTAL COST

TK  18,034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3,367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MATARBARI COAL POWER PLANT

TOTAL COST

TK  35,984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8,501.84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PAYRA DEEP SEA PORT(FIRST PHASE)

TOTAL COST

TK  3,350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1,449.27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DHAKA AIRPORT EXPANSION PROJECT

TOTAL COST

TK  20,598 CR

PROJECT TENURE

DEC 2019 - DEC 2022

JAMUNA RAILWAY BRIDGE CONSTRUCTION

TOTAL COST

TK  15,500 CR

PROJECT TENURE

MAR 2020 - 2023

MAGHNAGHAT 583MW CCPP PROJECT

TOTAL COST

TK  17,000 CR

PROJECT TENURE

MAR 2020 - DEC 2022

RAMPAL POWER PROJECT

TOTAL COST

TK  16,000 CR

EXPENDITURE TILL MAY, 2019

TK  3,923 CR

PROJECT TENURE

JAN 2009 - DEC 2019

ROOPPUR NUCLEAR POWER PLANT

TOTAL COST

TK  113,092 CR

PROJECT TENURE

2009  -  2023

MAGNAMA 1,200MW CCPP PROJECT

TOTAL COST

TK  36,000 CR

PROJECT TENURE

JUN 2020 - 2024

MAGHNAGHAT 720MW CCPP PROJECT

TOTAL COST

TK  17,188 CR

PROJECT TENURE

DEC 2019 - AUG 2022



Airport Railway Station

Khilkhet

Nikunja

Cantonment

Army Stadium

Amtoli

Mohakhali Bus Turminal

Baily Road

Kakrail

Paltan

Fulbaria

Naya Bazar

Kodomtali Circle

Keraniganj

Razarbagh

Hatirjheel

Manda

Mugda

Motijheel

Arambagh

Chattagram
Road

TSC

Azimpur

Lalmatia

Mohammadpur

Kallyanpur

Gabtoli

Darusssalam

Amin Bazar

Shahbag

Topkhana Road

Sonargaon

Farmgate

Chandrima

Agargaon

Kazipara

Mirpur 11

Mirpur 12

Airport

Airport 
Terminal-3

Kamlapur

Mirpur 10

Mirpur 14

Hatirjheel

Kakoli
Gulshan-2

VataraMirpur-1

Shyamoli

Kochukhet

Panthapath

Rampura

Aftabnagar Aftabnagar(East)

Malibagh

POHS
Mastul Purbachal

East

Purbachal
Terminal

PURBACHAL

Golap-Sah 
Mazar

Police H.Q.

Shohid MinarPolashi

Science Lab

Jhigatala

Satmasjid

Bosila

NARAYANGONJ

Bangladesh Bank

UTTARA 3rd PHASE

MRT Line - 1

MRT Line - 2

MRT Line - 4

MRT Line - 5

MRT Line - 5

MRT Line - 6

BRT Line - 3

Northern Route

Airport - Kamlapur

Notunbazar - Purbachal

Gabtuli - Chittagong Road

Kamlapur - Narayangonj

Mirpur12 - Bangladesh Bank

Aminbazar - Vatara

Gabtoli - Aftab Nagar
Southern Route

Airport - Kerani Gonj

LEGEND

MRT & BRT LINE ROUTE IN DHAKA CITY

New Market

Dhaka Medical

Demra

New Baily Road

Taltola

Purbachal
Center

Purbachal
WestBasundhara

Jamuna 
Future Park 

Notun Bazar

Uttor Badda

Badda



새롭게 부각하는 방글라데시 건설시장 !
25년 방글라데시 경력의 저희와 함께 도전 하세요. 

한국인 운영 
방글라데시

종합건설 업체

방글라 건설 시장의 선두주자:
(Since 1991 from Korea, 1995 from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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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GROUP

Montecristo Bldg.(4th Floor), Plot-NE(K)-10A/2, 176, Gulshan Avenue, 
Gulshan-2, Dhaka-1212, Bangladesh, Phone: +880-2-9883718, 
Fax: +880-2-9883715, Mobile: +880-1711-538-073, +880-1732-806-773
E-mail: jwp@bnf.com.bd, Web:www.korea-bangla.com

2nd Dholesshori Bridge, 
Polashpur Bazar, South Keraniganj, 
Dhaka-1310

Head O�ce: Factory:

(주) B&F 종합건설  YOUR SINCERE PARTNER OF BANGLADESH BUSINESS

Cl i e n t s  
&  

Pa r t n e r s :

THE CIVIL ENGINEERS

CORONA GROUP



Montecristo Bldg. 4th Floor, Plot-NEK-10A/2, 176, Gulshan Avenue, Gulshan-2, 
Dhaka-1212, Bangladesh, Ph: +880-2-9883718, Fax: +880-2-9883715

E-mail: jwp@bnf.com.bd, Web:www.korea-bangla.com

B&F Company Limited

방글라데시 
사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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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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