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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페펠랴예프 그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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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우리 법인의 변호사 중 23명은 러시아

유수 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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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페펠랴예프 그룹 소개

서비스 분야주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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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gplaw.com/multilanguage/kr/

모스크바
이메일: info@pgplaw.ru

전화: +7 (495) 767-00-07 

 
 
 

상하이
이메일: sh@pgplaw.ru

전화: +86 21 535 00 301

베이징
이메일: bj@pgplaw.ru

전화: +86 10 8441 8770

유즈노사할린스크
이메일: skh@pgplaw.ru

전화: +7 (4242) 32-12-21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메일: spb@pgplaw.ru

전화: +7 (812) 640-60-10 

블라디보스톡
이메일: info@pgplaw.ru 

전화: +7 (495) 767-00-07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메일: krs@pgplaw.ru

전화: +7 (391) 277-73-00

• 조세

• 통화

• 자산운용

• 기업법무일반

•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 공정거래

• 기업자문

• 은행·증권·금융

• 부동산·건설

• 분쟁해결∙  중재

• 국제중재  국제소송

• 도산  기업회생

• 지식재산권

• 관세 및 국제통상

• 인사  노무  이민

• 정보보호

• 가사·상속

한국 팀

유리 보로비요프  

파트너변호사
y.vorobyev@pgplaw.ru 

러시아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법학박사 (수석)

Chambers Global, Legal 500, Chambers Europe 추천 변호사

유리 보로비요프 변호사는 20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중재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주요고객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CIS, 현대중공업, 포스코 건설,  
빙그레, 오리온

이 하 늘   

마케팅 담당자
h.lee@pgplaw.ru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수석 졸업)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대학교 석사과정 중.

한국고객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데스크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나탈리야 프리세키나  

파트너변호사
n.prisekina@pgplaw.ru 

블라디보스톡 사무소장, 국제비지니스 분야 법학박사(USA)

나탈리야 프리세키나 변호사는 국가간, 기업간 비지니스, 해양법, 교통법,    
노동법, 민법, 국제 조선공업법에25년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법률 지원

- 한국 대규모 조선기업의 자회사 등록 절차, 비지니스 법률지원

- LNG 프로젝트 ‘사할린-1’ 관련 프로젝트 종합 법률 지원



주요혜택
연방 및 지방정부 규제 완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 

0% 적용

입주자 자격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FPV)선도개발구역 (TOR)

선도개발구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영리단체)

* 경자동차, 오토바이, 엔진오일, 디젤연료, 항공연료, 자동차 연료 생산업은 금지분야에서 예외로 한다. ** 농기구, 민간 건설공사를 위한 건설기계 및 기구, 교통수단 (항공 교통, 수상교통,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 엔진, 터빈 및 기

계 등과 같은 설비 임대 및 리스, 관광업 및 기다 관광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영리단체)

취득 조건

2014 2015FZ «선도개발구역

에 관한 법»

FZ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법»

FPVTOR

극동지역에서 기업의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기반

이전  한 해 동안  러시아  국가예산으로  납입되는  세금미납 내역,  보험금을  포함한        
기타 납부사항에  연체내역이  없어야 한다.  금액이  신청인의  자산대비 25%가  넘는 경우  

미납금으로  간주된다.

구조조정, 청산, 파산 절차에 놓인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연방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회사여야 한다. 새 투자 프로젝트거나, 새로운 종류의 영리활동이어야 한다. 

선도개발구역 조성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명시된   
영리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PGP그룹 서비스
법무법인 ‘페펠랴예프 그룹’은 극동에서 
여러분의 비지니스를 이끌어가는 데 법적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50만 루블 이상. 자본금 총액 5백만 루블 이상2

할인 임대율 적용투자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부지 취득 가능성

세제 특혜

TOR과 FPV           

입주자 대상
일반 과세 시스템

7,6%

0%

30%

1,5-3%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자

362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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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TOR/FPV     

입주자 수 증가추세

83개의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입주자 외자유치

입주자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 단체와 

계획중인 프로젝트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자

와 관련된 러시아 연방법에   적합하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준비 단계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면한 문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프로젝트 시행단계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입주자 

보고서 준비, 활동 수행에 관한 협약 체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

비지니스 투자 플랜을 포함한 서류준비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자 자격 취득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지 선정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관세자유지대 통관 대상인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자유항)

0-0,5% 2,2%

5% 20%

토지세 (5년간 적용)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가 배제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리활동이 허락됨. 
활동 금지 분야 : 
-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 소비세 물품 생산*
- 추가 서비스가 동반되는 관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