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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청의 주요 역할BOI’s Core Functions

사업지원 서비스
Business Support Services

➢ 매력적이고경쟁력있는 세제 혜택
패키지

Offers an attractive and competitive package of

tax incentives.

➢ 제조업및대부분의서비스업에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음

Imposes no foreign equity restrictions on 

manufacturing activities or most services.

➢ 외국법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Waives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by 

foreign entities.

➢ 외국인 소유 기업의 입국및후속운영을
원활하게하기위한 비자 및 워크퍼밋
발급지원

Waives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by foreign entities.

.

➢ 태국에서의사업운영에관한 종합적인
정보 및 조언 제공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advice on establishing operations in Thailand.

➢ 방문지 주선.
Arranges site visits.

➢ 잠재적 공급업체, 하도급업체합작
파트너발굴

Identifies potential suppliers, subcontractors, 

joint-venture partners.

➢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연락처 제공
Provides useful contacts with key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 외국 기업체와 기타 공공기관 간 협업
Coordinates between the foreign business 

community and other public agencies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Facilitation



Why Thailand?



Source: NESDB, 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World Bank, IMD

5

태국 경제 개요Thailand’s Economic Overview

Cambodia

Thailand

China

Philippines

Indonesia

BruneiMalaysia

Singapore

Laos
Myanmar

Vietnam

태국은

아세안에서

2대 경제규모
Thailand 

ASEAN’s 

2nd Largest 

Economy

수출액: 2100억 달러

성장률: 4.45%
Export Value: USD 210 billion

Growth: 4.45%

2016 GDP :  3984억 달러

1인당 GDP :  5906 달러

성장률: 3.2%

인구 : 6800만
GDP 2016: USD 398.4 billion 

GDP per capita: USD 5,906

Growth: 3.2%

Population : 68 million



태국은 2017년조사에서
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중
사업하기용이한국가순위
5위, 전세계적으로는
46위에올랐다.
Thailand was ranked at 5th for 

ease of doing business among 

East Asia & Pacific countries and 

46th globally in 2017.

순위 국가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Singapore

Thailand

Hong Kong

Taiwan

Malaysia

Mongolia

Brunei Darussalam

Vietnam

China

Source: World Bank 2017

태국은 국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
Thailand Consistently Ranks High in International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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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으로의 진입을 위한 관문

“태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Strategic Location Gateway to ASEAN

“We are surrounded by 

the world’s economic powerhouses”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아시아 & 
오세아니아

Asia & 

Oceania 

6억3천3백만명 633 million population 

(세계 인구의 9%) (9% of world 

population)

GDP: 2.5조 달러 GDP: USD 2.5 trillion

(전세계 GDP의 2%) (2% of world’s GDP)

33 억명3.3 billion population 

(세계 인구의 50%)
(50% of world population)

GDP: 21조 4천억 달러
GDP: USD 21.4 trillion

(세계 GDP의 28% )
(28% of world’s GD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아세안

경제 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태국,아세안 교통의 중심Thailand: the Crossroads of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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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Ministry of Commerce

발효Enter into force

진행Ongoing negotiation

Thailand-Japan: JTEPA

Thailand-New 

Zealand: TNZCEP

Thailand-Peru FTA

Thailand-EFTA

Thailand-India FTA

Thailand-Chile FTA

Not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Pending

Thailand-Pakistan FTA

ASEAN-Japan : AJCEP

ASEAN-India AIFTA

ASEAN-Australia- New 

Zealand : AANZFTA

RCEP*

ASEAN-China FTA

ASEAN-Hong Kong FTA

ASEAN- Korea FTA

Thailand-Australia: TAFTA

태국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및 ASEAN의 FTA
Thailand’s Bilateral FTAs and ASEAN FTAs with Countries Outside AEC

ASEAN과 기타 국가와의 FTA
ASEAN FTAs with Countries outside AEC

BIMSTEC*



태국 내에는 약 165개의 바이오 기술 기업이 있다.
About 165 biotech companies in Thailand

7개의 지적재산권 법률
7 Intellectual property laws 

사이언스 파크 및 공업단지와 같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보유
Competitive Advantage for Biotechnology Infrastructure  such as  

Science Parks and industrial estates

태국은 세계 제 8위의 생물 다양성 보유국가이다.
Thailand is the 8th most bio-diverse country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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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Biotechnology Industry

Source: Thailand BIOTEC Guide 2013 as of Mar 24, 2014



“인도-미얀마 생물 다양성 중심에 위치”
“Located in the Indo-Burma biodiversity hub”

태국의 생물 다양성Thailand’s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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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공동체
(AEC)아시아 및

오세아니야
(Asia & 

Oceania)

태국은 13,500종 이상의 식물종류(52% 이상은 태국
고유종)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물 다양성 국가 중에 하나임
Thailand has one of the world’s richest biodiversities with 

over 13,500 species of plants, 52% of which are endemic

인도-미얀마 지역 내

최대 생물 다양성 보유 지역
Indo-Burma region’s No. 1 largest plant 
biodiversity area

전 세계 미생물 종의 8-10% 보유
8 – 10% of the world’s micro-organism 

species

Source: National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투자인센티브
Investment Incentives



Attractive Investment Incentives 

비조세 혜택 Non-tax Incentives

수출및 R&D를위한원재료수입관세및기계수입관세면제
Exemption of import duties on machinery / raw materials imported for use 

in production for exports and for R&D

조세 혜택 Tax Incentives

토지소유권인정

Land ownership rights

비자및워크퍼밋발급지원

Work permit & visa 
facilitation

투자 인센티브 Investment Incentives

투자 정책 Investment Policies

외국인 100%

지분허용
100% foreign ownership

현지부품에대한
요구사항없음
No local content 

requirements

수출에대한
요구사항없음
No export requirements

해외송금에대한규제없음
No restriction on foreign 

currency 

법인소득세면제 Corporate income tax exemption

기술기반 혜택

Technology-based Incentives

핵심기술개발프로젝트에대해
10 to 13년간 세제 혜택 10 to 13-year
tax holiday  for core technologies development projects

활동기반 혜택

Activity-based Incentives

투자청의 투자유치 전략 산업 리스트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8년 면제

Up to 8-year tax holiday for targeted 
industries in the BOI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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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방안

Competi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신기술 및 사회〮환경적으로 매우 크게 영향을 끼치는
투자( High-impact investment)의 경우 15년 간의
세제 혜택

+ 연구개발, 혁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금

15-year tax holiday for new technologies and high-
impact investment

+ Grants for R&D,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활동 기반 투자 인센티브 Activity-based Incentives 

A1

A2

A3

A4

B1

B2

14

A1: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활동

Knowledge-based activities,  focusing on R&D and design to enhanc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2: 국가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야활동,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태국에

기존 투자가 거의 없거나 최초로 도입되는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활동

Activities in infrastructure for the country’s development,  activities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create value added, with none or very few existing investments in 

Thailand

A3: 국가개발을 위해 중요한 첨단기술 활동으로, 

태국 내 투자가 일부 이루어짐

High technology activities which are important to the country’s development, with a few 

investments already existing in Thailand

A4: A1-A3보다는 기술수준이 낮지만 내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

Activities with lower technology than A1-A3 but add value to domestic resources and 

strengthen supply chain

B1-B2: 하이테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

Supporting industries that do not use high technology but are still important to value chain



최대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13년 Maximum CIT exemption of 13 years

: 10년+ 가치(메리트) (1-3 년) (상한없음) : 10 years + Merit (1-3 years) (no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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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인센티브Technology-based Incentives

Note: Projects must be engaged in technology transfer by cooperating with educational/research institutions as 
stipulated by the Board, e.g. Technology Research Consortium 

해당 부분Enabling Services

1.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2.과학기술분야의 직업 교육 센터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Sciences & 

Technology

3.전자 설계 Electronics Design

4.공학 설계 Engineering Design 

5.과학 실험실 Scientific Laboratories

6.보정 서비스 Calibration Services 

생명공학 Biotechnology 나노기술Nanotechnology

첨단 소재기술
Advanced Materi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Digital Technology

목표 핵심 기술Targeted Core Technologies



바이오 산업 분야 인센티브(1/2)Biotechnology Incentives (1/4)

활동 기반 인센티브Activity Based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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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그룹은 8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됨
A1 group will be granted 8-year corporate income tax 

(CIT) exemption

연구 개발 및 이와 관련 테스트를 위한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Duty exemption on imported materials for R&D and 

related testing.



바이오 산업 인센티브 (2/2) Biotechnology Incentive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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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반의 목표 핵심 기술
Technology Based- Targeted core technology

10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및 추가로 1-3년간 Merit 기반의
법인세 면제, 전체 면제기간은 13년 이내
10-year corporate income tax (CIT) exemption and additional Merit 

incentives 1-3 years, altogether at no more than 13 years. 

프로젝트는 기술연구컨소시엄과 같이 교육/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이전을 전제로 진행 되어야 함
Projects must be engaged in technology transfer by cooperating with 

educational/research institutions e.g. Technology Research Consortium

연구 개발 및 테스트와 연관된 수입물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Duty exemption on imported materials for R&D and related testing.



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태국의 동부경제회랑 Thailand’s (EEC)

지역 연계성 –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
Regional Connectivity - Center of Mainland in Asia Pacific

China

India

ASEAN

JapanSouth Korea

To EU

To US

To Oceania

CL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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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과 예산 측면에서 ASEAN 내 가장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The Largest investment 
projects in ASEAN in terms of budget and area. 

✓세계 인구 절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
Reaching more than half of world’s population. 

Rayo n g

Ch o n bu r i

Ch ac h o en g sao

Ban g ko k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의 최우선 프로젝트High Priority Projects in 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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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민관 합동 투자액 최소 430억 달러
Combine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at least $ 43 Billion USD in the first 5 years

2,000억 바트 (57억 달러)

4,000억 바트(115억 달러)

5,000억 바트 (140억 달러)

353억 바트 (10억 달러)

643억 바트(18억 달러)

1,580억 바트 (45억 달러)

880억 바트(25억 달러)

102억 바트 (3억 달러)

2,000억 바트 (57억 달러)

신도시/병원

관광

산업

복선 철도

고속철도

램차방 항구

맙따풋 항구

도로

EEC : East Economic Corridor

200,000 million baht ($5.7 Bill USD)

400,000 million baht ($11.5 Bill USD)

500,000 million baht ($14 Bill USD)

35,300 million baht ($1 Bill USD)

64,300 million baht ($1.8 Bill USD)

158,000 million baht ($4.5 Bill USD)

88,000 million baht ($2.5 Bill USD)

10,150 million baht ($0.3 Bill USD)

200,000 million baht ($5.7 Bill USD)

New Cities / Hospitals

Tourism

Industry

Dual-track railway

High-speed train

Laem Chabang port 

Map Ta Phut port 

Motorway

U-Tapao international airport 우-타파오 국제공항



태국 내 한국 투자 동향

Korean Investment in Thailand



Source: BOI; Exchange rate (BOT, Mar 1 2017): 1 USD = 35.00 T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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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및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신청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lication in 2016 and 2017 (Jan-Jun) by country

[In Million USD]

1,641

1,312

1,164

929

266 257

1,870

499

213 204

57 8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Japan ASEAN EU China USA South Korea

2016 2017(Jan-Jun)

18조 5천억원

14조 8천억원

5620억원

10조

2400억원

2999억원

642억원

2897억원

958억원

1$=1127.5원 (2017.10.14)

21조

13조 1천억원

2300억원



2010-2017(1월-7월) 한국에서 제출한 투자신청 추이
South Korean Net Application Submitted 2010 – 2017 (Jan-Jun)

148.2

224.5

177

114.5

531.7

52.5

261

85.2

0

100

200

300

400

500

6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년도 신청 프로젝트 수

2010 59

2011 39

2012 55

2013 46

2014 63

2015 23

2016 35

2017 

(Ja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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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ource: BOI; Exchange rate (BOT, Mar 1 2017): 1 USD = 35.00 THB

금액(백만 달러)   Value (Million USD)

1$=1127.5원 (2017.10.14)

1668억원

2531억원

1995억원

1285억원

5984억원

586억원

2941억원

9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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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1월-7월) 한국에서 신청한 산업별 투자현황
South Korean Net Application Submitted by Sector in 2010-2017 (Jan-Jun)

Source: BOI; Exchange rate (BOT, Mar 1 2017): 1 USD = 35.00 THB

33%

23%

18%

16%

5%
4%

1%

1조 7700억원
USD 

1.57

billion

전기 및 전자 제품
(5928억원)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526 m)

광물질 및 세라믹(4079억원)
Mineral and Ceramics

($362 m)

서비스(3099억원)
Services ($275 m)

금속 제품 및 기계류(2738억원)
Metal Products & Machinery

($243 m)

농산물(957억원)
Agricultural Products ($85 m)

화학 및 종이 (755억원)
Chemicals and Paper ($67 m)

경공업 / 섬유 (157억원)
Light Industries/Textiles ($14 m)

$1 =1127.5원 (2017.10.14)



투자청 서비스

BOI’s Services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O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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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없는투자자를위한 쉽고 빠른 절차
Easing & speeding procedures for new investors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advice on establishing operations in 

Thailand.

1-Stop for Visas & Work permits in 3 hours

투자자의 다양한신청서제출작성에
대한 지원
Assist investors with various applications

주요공공기관및민간단체의 유용한
연락처 제공
Provides useful contacts with key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onsolidating staff from numerous 

investment-related agencies

태국내사업체설립을위한
포괄적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시간내 비자 및 워크퍼밋 발급

투자와관련된다양한유관기관의
직원과의 통합 연결



전문 인력 연계 센터 Strategic Talent Center (STC)

자격/ 전문가 인정
Qualifications/ Expertise Recognition    

과학 기술 전문가 검색
Science &Technology Expert Search

비자 및 워크퍼밋 발급 지원
Visa and Work Permit Facilitation

35

✓ 전문가 및 연구원 정보 제공
provides specialists & researchers 

Database

✓ 민간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의 역할
to serve as a platform interacting     

with the private sector.

서비스 Services역할 Roles

✓ R&D 및 혁신 활동에 있어
민간부분 지원
to support the private sector in 

conducting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연락처 Get in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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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청 서울 사무소 BOI Office in Seoul

Key Contact Person:

완니파 피폽차이야씻
투자청 서울사무소 소장

전화 (+822) 319 9998

이메일 seoul@boi.go.th

웹사이트: www.boi.go.th

Think Asia, Invest 

Thailand

투자청 서울사무소
서울시중구퇴계로 97 18층 1804호
04535

Line ID:         boiseoul



Think Asia Invest Thaila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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