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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한 법령을 분석한다. 2000년 이후 남미에서의 급
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도 계속 변화하였
다. 우리나라는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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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
(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 보고서, 계간『대외경제연
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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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
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
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
(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
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
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
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
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
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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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
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
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
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
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
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
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
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
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
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
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
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
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
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
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
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
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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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
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
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
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
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
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
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
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
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
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
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
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
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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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
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
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
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
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
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
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
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
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
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
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
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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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
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
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
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
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
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
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
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
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
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
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
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
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
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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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
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
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
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
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
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
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
(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
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
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
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
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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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
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
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
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
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
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
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
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
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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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
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
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
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
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
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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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의 중남미는 한국에게 미지의 대륙이 아닌 희망의 대륙으로 다가오
고 있다. 교역 부문에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빈국인 한국에는 자원 부문에서 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가진 대륙
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 속에서 필수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전
략 광종을 선정하고, 주요 자원의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륙이 중남미
이다.
중남미는 탄화수소 자원(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철, 구리, 아연, 보크사
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탄화수소 자
원의 기존 주 수입처는 중동이었지만, 한국의 고도화 설비가 확충되면서 점
차 중남미 원유 수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남미로부터 제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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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필수적인 핵심 광종의 수입 양이 급증하고 있다.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남
미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확대와 함께, 이 지역 국가들의 자원개발 관련 법제 연구가 중요한 선
결요건이 되고 있다. 이는 주요 자원부국에서 좌파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자
원민족주의가 활성화되고, 자원개발 법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00년 이후 남미에서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수 이해 사항인
자원 소유권(所有權) 및 세법(稅法) 관련 법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남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
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해는 필
수적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자원개
발 법제의 번역 이외에, 전반적 자원 관련 법제 및 환경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 국가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미 자원부국 중에서도 좌파 대통령 탄생과 함께 자원개발 법
제가 개정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법제를 번역하고
분석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자원개발 법제 및 관련 투자 법제를 분석하여
정확한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원부국인 이들 3국의 현지진출과 실제 투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원개발 법제의 난해로 인해 자원개발 진출의 장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법률 내용의 이해는 투자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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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선행연
구들이 다수 진행되었고, 여러 저작물들이 간행되었다. 정부는 자원협력센터
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자원현황 및 개발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의 목
적은 이들 남미 3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법제 연구보고서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에 대한 자원현황,
자원정책, 관련 기관(機關)과 권한(權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원법(헌법, 탄
화수소법, 광업법 및 외국인투자법) 분석 연구를 담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전체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이 서술된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본 연구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점을 명기한다.
제2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자원현황, 자원정책, 자원개발 관련 법제를 분석
한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환
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베네
수엘라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변화를 고찰한다. 자원정책 변화 분석에서는 단
순한 연대기적 서술이 아닌, 변화의 배경 및 요인을 분석한다. 정치경제 환경
분석 이후, 조사 자료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변화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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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베네수엘라 자원
개발 사업 참여 방안과 단계별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자원개발의 일반
적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본다. 베네수엘라의 신탄화수소법은 자원의 소유권,
세제, 참여방법에 대해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 예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 방식에서도 기존의 국제협정이 실질적으로 적
용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부문의 참여, 세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경 사항을 분석
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3장 볼리비아 편은 볼리비아 자원현황, 자원정책, 자원개발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볼리비아의 자원 관련법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화법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 민영화를 가져왔지
만, 2000년대 들어 국민적 반발과 에보 모랄레스 행정부의 등장은 자원분야
의 재국영화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상황에 대한 서술은 생략하고,
현재 자원개발법제와 환경 분석에 주력한다.
먼저 볼리비아의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을 분석한다. 2005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볼리비아 헌법, 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중심으로 법제 분석을 진행하
고,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법제 분석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볼리비아의 경
우 탄화수소법과 광업법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 최고행정명령(Decreto
Supremo)과 시행령을 통해 계속 로열티 및 각종 세금 비율을 변화시켜 왔
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중을 두어 분석한다.
제4장 에콰도르 편은 에콰도르 자원현황, 자원정책, 자원개발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에콰도르의 최근 국가사항과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탄화수소와 광
물자원의 자원개황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추
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서 주요 정책 및 관심 지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핵심적인 법률인 탄화수소법과 광업법에 대해서는 개요
수준을 넘어서 주요 내용까지 충실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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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세 번이나 개정된 탄화수소법과 2009년 개정된 광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에콰도르 해외 자원개발 참여의 일발적인 절차
와 방법의 법적 변화에 대해 조사ㆍ분석한다. 한편 2009년 1월 에콰도르 에
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ería)가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로 나눠지면서 비재생에너지부에서 탄화수소와 광물자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비재생에너지부의 동 자원에 대한 권한과
세부 관할권의 구성 및 권할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
며, 관련 국가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은 앞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남미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
도르)의 자원개발 환경을 결론적으로 종합 분석한다. 단순히 앞의 분석 내용
을 요약하지 않고, 중남미 자원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 3국 정부가 국제법
과 국내법을 통해 투자자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첨부한다. 이
를 통해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부록으로 3국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과 광업법)의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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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 표 2-1. 베네수엘라 일반사항 ❚
구분

일반

정치

내용

위치

남미 북부

면적

882천 ㎢(한반도의 4.5배)

기후

열대

인구

27.6백만 명(2011)

수도

Caracas(3.1백만 명)

민족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인디오

언어

스페인어, 인디오 지역 방언 다수

종교

가톨릭(96%), 개신교(2%)

독립일

1811.7.5(스페인)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Hugo Chavez Frias

의회

단원제(160석)

주요 정당

PSUV, PPT

국제기구 가입

UN, IMF, WTO, IDB, IBRD, OPEC, ANCOM, C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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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구분

내용
Bolivar(Bs)

화폐단위

경제

사회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서비스업 61.1%, 제조업 34.9%, 농업 4.1%(2010)

주요 수출품

석유,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늄, 철강, 화학제품, 농산물(2010)

주요 수입품

농산물, 원재료, 기계류, 수송설비, 건축자재(2010)

주요 부존자원

석유, 철광석, 천연가스, 금, 보크사이트, 다이아몬드

경제적 강점

석유 및 광물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과중한 대외채무, 높은 석유의존도

평균수명

74세(2011)

절대빈곤계층 비율

29.0%(2008)

1인당 GNI

10,090달러(2009)

인터넷 사용자 수
(백명당)

31명(20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 표 2-2.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인구(면적)
GDP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

27.6백만 명(882천 ㎢ ) (2011)

억 달러

3,077
11,564

1인당 GDP

달러

경제성장률

%

-3.3

재정수지/GDP

%

-8.0

소비자물가상승률

%

27.1

환율(달러당, 연중)

Bs

2.15

백만 달러

8,561

%

2.78

백만 달러

19,153

경상수지
경상수지/GDP
상품수지
상품수지/GDP

%

6.22

수출

%

57,595

수입

%

38,442

서비스수지

%

7,617

자본수지

%

-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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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외환보유액

%

21,703

총외채 잔액

%

73,847

단기외채

%

16,000

총외채 잔액/GDP

%

22.7

외채상환액/총수출

%

13.9

구분

주요 기관 국가신용등급(2011)
한국수출입은행

C3

OECD

7

S & P

BB-

Moody’s

B2

Fitch

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세계국가편람, BCV(Banco Central de Venezuela).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1) 탄화수소
베네수엘라의 석유매장량은 약 1,723억 배럴로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2.9%를 차지한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양
이다. 그리고 중남미 총 매장량(1,989억 배럴)의 약 82%를 차지한다. 한편
천연가스 매장량은 151조 ft³(cubic feet)로 세계 8위이며, 중남미 총 매장량
(266조 ft³)의 6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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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중남미 각국의 원유 매장량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 그림 2-2. 중남미 각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29

제2장 베네수엘라 │

그러나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베네수엘라는 석유생산을 증
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은 1985년부터 차베스가 대통
령으로 선출된 1998년까지 2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1985년 일일 생산량
(barrels per day, 이하 bpd)이 170만 bpd였던 것이 2000년에는 역사상 최
고인 330만 bpd에 도달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등장 이후 생산량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09년의 생산량은 240만 bpd로 내려앉았다.

❚ 그림 2-3.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추이 ❚
(단위: 천 bpd)

3400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2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Proyecto Magna Reserva)을 통해 남부 오리노코
벨트(faja petrolifera del Orinoco)의 원유 매장량 본격 탐사 및 개발을 추
진 중이며, 현재 OPEC 쿼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초중질유(현재 2,350억 배럴 규모로 추정)를 합산할 경우 3,130억 배럴 이
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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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오리노코 벨트 지역 ❚

자료: PDVSA.

2) 광물
베네수엘라는 지질학적으로 금, 니켈, 석탄, 보크사이트 등의 잠재력도 높
은 편이다. 베네수엘라에는 다양한 광종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매장되어
있는데, 과이아나(Guayana: 볼리바르주(Bolivar) 인근) 지역을 비롯해 안데
스(Andes) 산맥, 페리하(Perija) 산맥 (술리아 (Zulia) 주와 타치라(Táchira)
주 인근), 그리고 북서부 해안지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남동부에 위치한 과이아나(Guayana) 지역에는 베네수엘
라 광물자원의 80%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중 철광석, 마그네슘, 크롬, 티타
늄, 코발트, 니오븀, 규사와 석영, 금, 다이아몬드, 백금, 은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며,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의 페리하(Perija)́와 해안지대에는 니켈,
백운암, 석회석, 동, 연, 아연, 은, 수은, 티타늄, 규사, 오커, 점토, 바나듐,
인광석, 무연탄 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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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베네수엘라 광물자원 지역 분포 ❚

자료: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지질 연구소(Instituto Geografico de Venezuela Simon Bolivar).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9위, 보크사이트는 세계 13위, 니켈은 세계 15위
수준으로 세계 매장량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무연탄은 102억 톤, 철광석
24억 톤, 보크사이트 3.2억 톤, 니켈 49만 톤, 금 1만 톤의 매장량이 확인되
었다.
❚ 표 2-3. 베네수엘라 광물자원 매장량 ❚
구분

단위

전 세계 총 부존량 대비 비중

세계 순위

2,400

3.12%

9위

천톤

320,000

1.19%

13위

톤

490,000

0.69%

15위

철광석(원광)

백만 톤

보크사이트
니켈

매장량

자료: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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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광물 생산 현황 ❚
광종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광산)

kg

10,200

10,700

10,100

10,000

10,000

니켈(광산)

톤

16,900

16,600

15,700

10,900

10,400

다이아몬드

Ct

46,000

45,000

45,000

45,000

-

보크사이트

톤

5,815,200

5,927,800

5,322,300

5,800,000

5,799,600

석고

톤

6,000

7,000

7,000

7,000

-

석탄
(역청탄)

톤

7,195,000

7,459,000

7,457,000

7,457,000

-

알루미늄
(정련)

톤

624,000

617,100

615,700

607,800

561,100

연(정련)

톤

35,100

36,000

36,000

37,000

37,000

인광

톤

392,000

400,000

400,000

400,000

-

장석

톤

202,000

200,000

200,000

200,000

-

철광석

톤

20,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① 석탄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제2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
량이 약 8,500만 톤이고, 매장량은 100억 톤 이상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북서부 술리아(Zulia) 주의 과히라(Guajira) 반도에 상당량의
석탄이 매장량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네수엘라의 2대 대형 노천탄광으로는 Carbones del Guasare 사의 Pasa
Diablo 탄광과 Carbones de la Guajira 사가 운영하는 Mina Norte 탄광이
있다. Paso Diablo 광산의 생산용량은 연간 약 700만 톤이며, Mina Norte
광산 생산용량은 연간 약 150만 톤이다.

② 철광석
베네수엘라 철광석 광산은 주로 과이아나(Guayana) 지역, 볼리바르
(Bolivar) 주 북부에 위치하며, 미란다(Miranda) 주, 수크레(Sucre) 주, 아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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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Apure) 주, 누에바에스파르타(Nueva Esparta) 주 등지에서도 소량 생산
하고 있다. 주요 광산지로는 콰드릴라테로 볼리바르(Cuadrilátero Bolávar),
산 이시드로 그룹(Grupo San Isidro), 콰드릴라테로 엘파오(Cuadrilátero el
Pao) 등이 있으며, 각각의 매장량은 2.31억 톤, 3.37억 톤, 2500만 톤으로
조사되었다. 니켈은 수크레(Sucre) 주의 북부에서 카라카스(Caracas) 북쪽
지역을 거쳐 야라쿠이(Yaracuy) 주 북부지역에 이르는 내부 산지와 미란다
(Miranda) 주와 아라구아(Aragua) 주의 해안선을 따라 부존하고 있다.

③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늄
베네수엘라 보크사이트는 전량 CVG Bauxilum 사의 로스 Los Oijiguaos
광산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재 확장계획 중으로 총 투자금은 600백만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알루미늄 정련소는 CVG Bauxilum 사의 Ciudad Guayana
플랜트가 유일한데, 현재 연산 300만 톤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다. 베네수엘
라에는 2개의 알루미늄 제련소가 있는데, Venalum(CVG-일본 합작)과
CVG Aluminio del Carona SA(Alcasa)가 그것이며, 이 2개의 제련소의
총 용량은 연산 745천 톤이다. 또한 현재 러시아의 Rusal 사가 베네수엘라
알루미늄 산업에 투자확대 예정으로 투자비용 산정 및 검토 중에 있다.

④ 다이아몬드
볼리바르 주 과니아모(Guaniamo)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잠재성이 조사된
바 있고, 엘 토코(El Toco) 킴벌라이트는 미래에 사업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사광이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니켈
카라카스 남서쪽의 로마데니켈(Loma de Niquel) 노천 니켈 라테라이트
광산이 대표적인 채산지이며, Anglo American plc 사가 운영 중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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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가 Ni 1.6%이며, 매장량 약 4,000만 톤, 연간 원광 처리용량은 약 120
만 톤, 가행연수는 30년 정도로 추산된다.

⑥ 금
현재 가행중인 Hecla 사의 La Camorra 광산 외에 Isidora 광산이 개발
중에 있다. Isidora 광산 원광은 La Camorra 제련소에서 처리되며, 회수율
은 95%에 이른다. 베네수엘라 남동부 Brisas del Cuyuni 광산의 Gold
Reserve Inc.사의 신규 금-동 프로젝트는 일일 6만 톤을 노천에서 채광하고
있으며, 가행연수는 16년으로 추산된다.
Gold Fields Ltd.사의 El Callao 광구, Bolivar Gold Corp 사의 Choco
10 광구 등에서 예비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 기타 중소규모,
대규모 금광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볼리바르 주의 과이아나
(Guayana) 순상지에 집중되어 있다.

나. 자원정책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OPEC 내 3위 석유수출국이
다. 석유산업은 베네수엘라 재정수입의 75%,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ía petrolera) 원칙에
따라 2000년부터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해 진정한 자원국유화
(auténtica nacionalización)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류부문에 대
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명기한 신헌법과 신탄화수소법을 제정
하여 기존의 모든 에너지개발 사업을 PDVSA와의 합작사업 형태로 전환했
다. 과거 민간 기업은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와, 광물의
경우 과이아나 개발공사(CVG: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와
개별적 계약을 통하여 석유⋅에너지 및 광업권을 획득하고 소유권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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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2006년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정
부에 지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검토하고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 것
이다.

1) 탄화수소 정책
전략적 국가 석유개발계획(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을 통하여
2005~12년간 1단계 기간 중 총 56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정부 70%,
민간 30%). 이 계획은 원유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산업
개발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의 6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오리노코 유전지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원 부존량 증대
오리노코 벨트 개발(Proyecto Orinoco)은 오리노코 벨트 지역의 석유를
오리노코 강 및 아푸레(Apure) 강 유역을 포함하는 남부지역의 지역 발전원
으로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로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개발탐사와 함께 도시개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
설 및 농축산업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2월까지 오리노코 벨트의
Boyaca, Junín, Ayacucho, Carabobo 4개 지역 총 27개 블록 중 14개 블
록은 PDVSA 자체 투자를 통해, 7개 블록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
해 개발탐사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리노코 초중질유(extra heavy crude oil)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원유 매장량 측정 등 자원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Magna
Reserva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오리노코 초
중질유를 포함한 원유 확인 매장량을 총 3,200억 배럴까지 높여, 현재 보유
1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인 약 2,640억 배럴을 넘어 세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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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유 보유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② 가스산업 개발 확대
가스산업 개발 확대(Proyecto Delta-Caribe) 부분에서는 석유분야와 달리
개발 초기에 있는 가스산업을 국제입찰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 중이다. 2012년까지 약 167.8억 달러를 투자하여 해양 가스전 개발 및
가스산업단지를 조성, 석유에 이어 가스를 주요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할 예
정이다. 현재 148조 ft³의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나(세계 8위 규모),
북부 및 북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약 196조 ft³의 천연가스가 추가적으로 매
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Plataforma Deltana 가스전, Mariscal Sucre
가스전, Paria 반도 가스전 등의 본격 개발과 함께 파리아(Paria) 만에 가스
산업단지(CIGMA: Centro de Industrialización del Gas Mariscal de
Ayacucho)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는 가스 생산량
을 11,500백만 ft³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③ OPEC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베네수엘라는 OPEC 창설 이래 주요 회원국으로서, 석유 및 에너지 자원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OPEC 회원국들과의 정
책 협력 및 연대 강화를 통하여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OPEC의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인 석유수급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 OPEC 창설을 주도
하고 있으며, 미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석유 수출의존도를 줄이
기 위해 남미와 아시아로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④ 에너지 시장 다변화
베네수엘라는 미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석유수출의존도 및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및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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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및
인도와 에너지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과도 남미 에너지 지역통
합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대아시아 에너지 정
책은 중국과 인도는 신흥 에너지 소비대국 및 자원협력 중점 국가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소비대국으로서 대베네수엘라 투자유치 및 기
술이전을 통한 협력 대상국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PDVSA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투자시장으로서의 협력 대상국으로 보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구사하고 있다.

⑤ 지역 에너지 통합의 강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의 역내 통합기구인 알바(ALBA: 미주대륙을 위
한 볼리바르 무역 대안), 페트로수르(Petrosur: 남미석유통합체), 페트로카리
베(Petrocaribe: 카리브 석유통합체) 등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남미 통합을 위
한 페트로아메리카(Petroamerica)를 구상하고 있다. 이들 카리브 지역 및 중

❚ 표 2-5. 베네수엘라의 대중남미 석유 외교 ❚
대상국가

협의 내용

과테말라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참여 요청 및 과테말라 내 석유탐사를 위한
국영 석유회사 설립 제의

온두라스

80년대의 대베네수엘라 채무 면제,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참여 요청

니카라과

양국 합작 추진 니카라과 정유공장 설립

에콰도르

마나비(Manabi) 정유단지 조성사업 1년 이상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로세아우(Roseau) 정유단지 조성사업 1년 이상 지원

쿠바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정유시설 재가동

우루과이

라테하(La Teja) 정유시설 재가동

자메이카

킹스턴 소재 정유시설 확장

브라질

페르남부코(Pernambuco) 소재 Abreu e Lima 정유산업단지 건설

자료: 외교통상부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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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 등 협력 대상국들에 대하여 가격감면, 금융지원, 원유와 농업제품
교환, 기술 및 의료 지원 등의 특혜성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
등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 다변화 정책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남미 지역 국가
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여타 지역 국가들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광물자원 정책
국가의 대표 전략산업인 석유산업과는 다르게 광산업계에서는 민간 기업
의 진출을 상당 부분 허용해 왔다. 국영회사인 CVG-Ferrominera Orinoco
CA 사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철광석 생산 기업으로 연간 3,000만 톤 생산
수준 유지를 위해 252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CVG와 Duro Felguera SA
간 선광시설 가동을 위해 219백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체결은 선광규모 연간 800만 톤의 정광 생산을 위해 원광을 연간 1,200만
톤 처리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또한 Cerro Altamira 광산에는 연간 450만
톤의 철광석 생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3,500만 달러 투자를 진행해 왔다.
금광 분야에서는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 사의 Las Cristinas 프로
젝트, Hecla Mining Co. 사의 La Camorra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금광 개발
프로젝트이며, 국영개발공사인 CVG Minerven(CVG 33.4%, Ferrominera
Orinoco 66.6%)은 금 탐사, 채광,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민간 기업과의 전략사업을 개발하며, 또한 대규모 외국회사와 합작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의 규정 부재와 몇몇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
허가서 발부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차베스 대통
령이 2005년 9월 18일 광업 분야에서의 광업권(Concessión) 불가 방침을
단언하며 민간 분야가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가 주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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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합작회사 형태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공언한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다. 베네수엘라 광업 분야는 최근 2년간 차베스 대통령의 국유화 조치로 인
해 이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에 광산 수
용 조치를 당한 외국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Las Brisas del Cuyuni 광산을 국유화하면서, 해당 조치
는 국가가 베네수엘라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들 대부
분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특히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 무연탄, 보크사
이트 및 니켈 등이 경쟁력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10년 6월 7일 캐나다 회사인 Crystallex는 중국철로자원그룹(CRCC:
China Railway Resources Group Co., Ltd.)와 합작회사를 설립, 250만 달
러를 지원받아 베네수엘라 Las Cristinas 금광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
다. Crystallex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Crystallex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Crystallex와 CRCC의 합작회사에 환경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Crystallex는 Las Cristinas 광산이 2009년부터 국
유화됨에 따라 이곳에서의 환경허가증 발급이 거부되어 이 금광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 베네수엘라 정부
를 고소한 상태였다. 금광업체인 Vannessa Venture의 전문가는 이러한 일관
성 없는 환경허가증 발급과 무책임한 행정 관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
하며 Las Cristina 광산은 개발되기 힘들 것이라 언급했다(Veneconomy 2010).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 기초산업 및 광업부(MIBAM: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de la Industria Básica y Minería)는 2009년 5월 27일 미국 회사
인 Gold Reserve가 요청한 Las Brisas del Cuyuni 금광(Las Cristina 금광
에 인접)에 대한 권리 연장을 거부한 이후로, 2009년 7월 30일 근방 50만
헥타르에 이르는 금광 지역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전술한 지역은 볼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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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Kilómetro 88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Las Cristina 금
광은 453.6톤 이상의 금, Las Brisas del Cuyuni 광산은 289톤 가량의 금
과 63.5만 톤의 구리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 Reserve 사
는 Las Brisas del Cuyuni 금광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국제중재법
원에 제소했다. 또한 2011년 5월 16일에는 종전 아르헨티나 Techint 그룹계
열 회사인 Luxemburg Tenaris가 운영하고 있던 Matesi 철광석 광산에 대
한 수용조치를 함과 동시에, 미국계 보크사이트 회사인 NorPro에 대한 국유
화 조치를 단행했다.

❚ 표 2-6. 광물 관련 분쟁 상황 ❚
광산명

광종

부존량

회사명

내용

Crystallex

2009년 광산의 국유화 조
치로 인한 환경허가증 발급
거부

Gold Reserve

기간 연장을 위한 환경허가
증 발급 거부

Las Cristinas

금

454톤

Las Brisas del
Cuyuni

금

289톤

구리

64톤

철광석

N/A

Luxemburg
Tenaris

사회적인 이용으로 인한 광
산 수용조치

보크사이트

N/A

NorPro

보크사이트 제련회사, 사회
적인 이용으로 인한 수용조
치

Matesi

자료: Veneconomy.

전문가들은 이 조치들이 베네수엘라 국내 광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될 것이며, 아직 채굴이 시작되지 않은 광산에 대한 개발을 정체시킬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 예로, 정부 기업인 Carbozulia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술리아(Zulia) 주의 Paso Diablo 광산은 700만 톤 이상의 무연탄 생산
이 가능하나, 현재 300만 톤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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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산업은 개발 상류부문
(upstream, 탐사 생산)에서 하류부문(downstream, 수송 정제 판매)에 이르
기까지 수직통합 국영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부서가 감독 기능까지 보유한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관련 업무는 모두 국가기관이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개발과 계약, 생산
관련 업무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etróleo de Venezuela, S.A.)에 권한이
있으며, 석유산업에서 상⋅하류 부문으로 나뉘는 하위 기관들에 의해 세부
사항이 진행된다.

❚ 그림 2-6. 에너지 석유부 조직도 ❚

자료: MEN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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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석유부(MENPET)1)
베네수엘라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석유부(MENPET: Minis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Energía y Petróleo)가 관할한다. 에너지석유부는 재생 불
가능한 천연자원 및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관리하며, 석유와
전력시장 분석, 가격 조정, 환경오염 대책 마련, 탄화수소와 관련 정책 및 법
률을 관장하고 있다.
에너지석유부의 산하기구로는 전력공사(CADAFE: C.A de Administración y
Fomento), 석유공사(PDVSA: Petróleo de Venezuela S.A), 가스공사(ENAGAS:
Ente Nacional del Gas), 전력서비스지원국(FUNDELEC: Fundación para
el Desarrollo del Servicio Electrico), 석유화학공사(PEQUIVEN: Petroquimica
de Venezuela S.A), La Costa Oriental del Lago 전력공사(ENELCO), 베
네수엘라 전력에너지국(ENELVEN), Barquisimeto 전력공사(ENELBAR),
La Costa Oriental del Lago 지역발전협회(DUCOLSA),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등이 있다.
에너지석유부(Miniterio de Poder Popular para la Energí́a y Petró́leo)
장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Ing. Rafael Ramí́rez Carreño
www.menpet.gob.ve
Avenida Libertador Cruce con Calle Empalme, Torre Oeste del Edificio La
Campiña, Piso 10. Caracas
0212-7087604

2)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Petróleos de Venezuela S.A.)는 베네수
엘라 최대의 공기업으로, 1975년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 시 설립된 세계 5

1) 기존의 에너지광물부(MEM: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가 2005년 1월 베네수엘라 정부조
직 개편으로 인해 현 에너지석유부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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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유 수출기업이다. 탄화수소와 관련된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PDVSA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력사업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
PDVSA는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정제 및 발전 부문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지배적 역할을 하는 수직통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PDVSA는 미국 내에
8개의 정유시설과 14,000여 개의 주유소를 가진 CITGO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etró́leo de Venezuela, S.A.)
사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Ing. Rafael Ramí́rez Carreño
www.pdvsa.com
Avenida Libertador, Edificio Petróleos de Venezuela, Torre Este, La
Campiña. Caracas
0212-7081111

PDVSA의 주요 자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림 2-7], [표 2-7]을 참고한다.

❚ 그림 2-7. PDVSA의 자회사 ❚

자료: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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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PDVSA 자회사 업무 및 위치 ❚
자회사

업무

위치

PDVSA CVP, S.A.

원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Calle Cali con Avenida Veracruz,
합작회사 설립약정 체결업무
Edificio Pawa, Las Mercedes, Caracas
총괄

PDVSA GAS, S.A.

가스 개발 및 생산 등 관련 Centro Profesional Eurobuilding, piso
5. Urbanización Chuao. Caracas
사업 전반 총괄

PEQUIVEN, S.A.

Zona
Industrial
Municipal
Sur
석유화학 사업(플랜트 및 제
Avenida 73, con calle 79-B, Municipio
품)
Valencia, Estado Carabobo

INTEVEP, S.A.

Centro de Investigación y apoyo
원유 탐사 및 개발 조사, 에 Tecnológico. Urbanización Santa Rosa.
너지 관련 기술연구 등 수행 Sector El Tambor. Los Teques. Estado
Miranda. Caracas 1070A,

BARIVEN, S.A.

PDVSA로 공급되는 기계, Calle La Guairita Edif. Centro
장비 등 조달사업 전담, 구 Empresarial Eurobuilding, Piso 10,
Urbanización Chuao. Caracas.
매 입찰 담당회사

조선소 건설 및 유조선 등
Torre Britanica, Piso 7 y 8, Av. Jose
PDV MARINA, S.A. 선박수주, PDVSA의 조선사
Felix Sosa, Caracas
업 총괄
DELTAVEN, S.A.

베네수엘라 전국의 PDV 주
Avenida Bolivar, Calle 138 Centro
유소 운영사업, PDVSA의
Comercial Camoruco Anexo Valencia
직영 석유제품 유통 담당

CITGO

미국 내 PDVSA 정유시설
운영, 미국 내 직영주유소 CITGO Petroleum Corporation, P.O.
운영 및 가솔린, 등유(난방 Box 4689, Houston, TX 77210-4689
유) 등 공급 판매

PDVAL

PDVSA의 전국적인 유통,
Esquina Telares, Edificio PDVAL,
운송망 조직을 활용한 식품
Diagonal a la Jefatura Civil San José,
유통(기초 식료품의 수입, 유
Caracas
통 등) 전담 자회사

PDVSA Industrial,
S.A.

Avenida Francisco Solano López,
석유관련 사업 플랜트 대형
Centro Empresarial Sabana Grande,
기계, 장비와 전기, 통신장비
Piso 16, PDVSA Industrial S.A.
총괄
Cara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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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 기초산업 및 광물부(MIBAM)
기초산업 및 광물부(MIBAM: Ministerio de Industria Básica y Minería)
는 기초산업에 대한 지원과 광물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5
년 1월 18일 대통령령 3.430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광업권 및
광업지적부 관리, 광물자원의 적정한 탐사 및 채굴 진흥, 광물자원의 조사,
개발, 보호 업무 조율, 광업경제 계획 및 통제 운영, 광업활동 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장려이며, 조직은 크게 3개의 차관부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산업과 같이 관리되어 에너지광산부가 전신이다.

❚ 그림 2-8. 기초산업 및 광물부 조직도 ❚

자료: MI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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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산업 및 광물부(MIBAM: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장관

José Salamat Khan

홈페이지

www.mibam.gob.ve

주소
연락처

Av. La Estancia, Torre las Mercedes, piso 9, Urb, Chuao, Caracas
09 12 950 0311

2) 과이아나 공사(CVG)
과이아나 공사(CVG: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가 만들어질
당시 이 공사의 역할은 과이아나 지방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
였으나, CVG의 역할이 단지 과이아나 지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보단 과이아나 지방에 상당수의 광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CVG 역시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물 에너지 회사로서, 주된 업무는
광물의 관리, 계획, 개발, 조직, 제어, 평가이지만,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 가
운데에는 CVG Edeloa와 같은 전력 발전 회사도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과
이아나 지역의 통합적⋅인간적⋅지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장려, 조율 및 다
양한 공공 및 민간 참여자의 통합, 참여 과정을 통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도모라고 할 수 있다.
CVG 자회사로는 CVG Edeloa, CVG Venalum, CVG Bauxilum, CVG
Proforca, CVG Ferrocasa, CVG Minerven, CVG Carbonoroa, CVG
Alcasa, CVG Ferrominera, CVG Conacal, CVG Conacal, CVG Tecmin,
CVG International, CVG Alunasa 등이 있다.
과이아나 공사(CVG: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
사장

Reinaldo García Bravo

홈페이지

www.cvg.com

주소

Avenida Guayana con Carrera Cuchivero, Edificio Sede CVG, Altavista,
Puerto Ordaz, EStado Bolívar, Venezuela

연락처

58 286 966 1930, 966 1550, 922 6155/58 212 993 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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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CVG Venalum(CVG Industria Venezolana de Aluminio, C.A.)
— 1973년 8월 설립, 1978년 6월 10일 공식 출범. 수출을 목표로 1차
알루미늄 생산.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 규모의 1차 알루미늄 정련 플
랜트를 소유하고, 생산용량은 연간 43만 톤. 생산라인 5개 보유. 주요
생산품은 잉곳, 압출 실린더, 액체 알루미늄이며, 지역 제조업체에 공
급함.
▪ CVG Bauxilum
— Bauxiven(1979년 설립) 사와 Interalúmina(1977년 설립) 사가 1994년
합병되면서 설립. 보크사이트 광산과 알루미늄 산화물 플랜트로 구성
▪ CVG Minerven(Compañía General de Minería de Venezuela, C.A.)
— 1970년 합작회사로 설립. 베네수엘라 남쪽 El Callao 부근 금광단지에
위치함. 금 생산과 판매가 주요 업무
▪ CVG Carbonarca(Carbones del Orinoco, C.A.)
— CVG Alcasa 사와 CVG Venalum 사가 1차 알루미늄 생산 시 필요
한 양극 생산
▪ CVG Aluminio del Caroní, S.A.(Alcasa)
— 1967년 10월 14일 설립. 알루미늄 생산
▪ CVG Ferrominera Orinoco, C.A(FMO)
— Orinoco Mining Companay와 Iron Mines Company의 국영화로 인
해 1976년 1월 1일부터 FMO 사로 설립. 광물 채광이 주 목적
▪ CVG Conacal(Compañía Nacioal de Cal, C.A.)
— 1976년 설립. 석회석 및 기타 건설자재 생산. 1986년 CVG로 인수되
어 과이아나 기초산업, 특히 철강산업을 위해 석회석을 공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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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있음. 안소아테기(Anzoátegui) 주 Claines에 위치한 중앙
가도시설에서 석회석을 처리, 판매함.
▪ CVG Tecmin(Técnica Minera, C.A.)
— 1986년 2월 1일 설립. 광물 및 환경지질학적 정보를 생성, 관리
▪ CVG Alunasa(Aluminios Nacionales, S.A.)
— 알루미늄 박판 생산 및 판매. 1990년 CVG 사가 코스타리카에 있는
본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 산업용 호일, 디스크, 스트랩, 사각판
등 포장재, 블리스터, 일회용 몰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 ISO
14001 인증 획득

❚ 표 2-8. 각 CVG 자회사 연락처 및 위치 ❚
회사명

연락처

위치

Venalum

58 286 970 5466/970 5460

Av. Armed Forces-Industrial Zone Slaughters
Puerto Ordaz, State Bolivar

Bauxilum

58 286 950 6271

Avenue
Armed
Forces-Industrial
Slaughters Puerto Ordaz, State Bolivar

Minerven

58 288 762 0712~0714

Industrial
Bolivar

Carbonarca 58 286 9980 6207

Zone

Caratal

The

Zone

Callao-State

Avenue Armed Forces - Industrial Zone
Slaughters Puerto Ordaz, State Bolivar

Alcasa

58 286 980 1630~1

Avenue Armed Forces, Industrial
Slaughters Puerto Ordaz, State Bolivar

Zone

FMO

58 286 930 3111/3508

Via Caracas, Administrative Building 1 Puerto
Ordaz, State Bolivar

Conacal

58 281 268 8472/265~3766

Street Bolivar with Carabobo, Tower of the
South, Floor 13, Oficina. 1 and 2, Puerto La
Cruz, Anzoátegui

Tecmin

58 286 961 9822/9212/9510

Commercial Center Caroní Seat Mezanina 2,
Oficina, 5 Alta Vista, Puerto Ordaz, State
Bolivar

Alunasa

506 635 5522/5252

Espaza Puntarenas. San José, Costa Rica

자료: CV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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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Ingeomin, Instituto Nacional de Geografí́a y
Minería)는 지질, 광물자원,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지구구조학 및 기타 분야
에 대해 협동 조사를 이행한다. 지구과학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주도, 조정하며, 광물자원 및 비전통적 에너지 자원을 평가하는 역할
역시 이행한다. 정부단체, 민간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의 생성 및 보급이 주된 업무이며, 지질광업 국가연구소인 자율적 법인
기관으로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 산하이나 국고와는 독립적인 개별 자산이며
국고가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 본부는 카라카스에 소재하며, 국
내 여러 도시에 사무소가 있다.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
(Ingeomin, Instituto Nacional de Geografíá y Minerí́a)
소장

Econ. Avilio Lavarca

홈페이지

www.ingeomin.gob.ve

주소
연락처

Avenida Lecuna, Parque Central, Torre Oeste, pisos 5 y 8. Caracas,
Venezuela
+58-212-5970803 / 0804 / 0891 / 0892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네수엘라 의회와 법률
의 종류(연원)에 관해 알아보겠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과거 양원제였으나, 차
베스 정부가 1999년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167석의 단원제로 바뀌었다. 국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직선
선출인데, 정당비례 배분 의석도 있다. 특이점은 인디오 원주민에게 3개 의
석이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과세권, 군파병 결정권, 대통령, 장관,
대법원 판사의 탄핵권 등을 갖고 있다. 국회는 또한 국민권을 대표하는 대표
단 선출권이 있다. 국회의 회기는 1~8월, 9~12월이며, 회기가 없는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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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회 위임권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활동한다.
베네수엘라 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법계 법률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 법률이고 국회가 법률(leyes)을 제정한다. 법률의 종류는 우리
나라보다 다양한데, 법의 서열로 볼 때 두 가지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법
률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법의 내용이 중요할 경우 입법절차를 더 까다롭
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을 세분화하는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일
반적인 현상이다.
법률의 최상위에는 ‘조직법(organic laws, leyes orgánicas)’이 있다. 조직
법은 공권력의 조직구성, 헌법권리의 구현, 다른 법률의 규범적 근거 또는
헌법상에 조직법으로 이미 규정한 법률들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법의 제정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롭다. 조직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 재적인원의 2/3
의 찬성과 대법원 헌법재판부의 (합헌성)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법률은 ‘일반법(ordinary laws, leyes ordinarias)’이다. 국회에서 제
정하는 대부분의 법으로 단순 다수결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비준한다.
‘수권법(enabling laws, leyes habilitantes)’은 국회가 대통령(행정부)에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이다. 이에 근거하여 법의 효력을 갖는 대
통령령(delegated laws, “decreto con fuerza de ley”, 이하 DFL)이 제정된
다. 수권법은 대통령에게 위임할 입법권의 목적, 범위, 가이드라인 등을 국회
가 재적의원 3/5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회가 DFL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국회로부터 특정 분야, 대부분의 경우 경제, 조세, 기업규제,
자원통제, 외교정책 등에 대한 수권을 받은 대통령은 DFL을 제정하기 때문
에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상위에 헌법, 그 아래에 조직법(leyes orgánicas), 일반법
(leyes ordinarias)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 수권을 받아 제정하는 법
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DFL)과 일반 시행령(decreto), 부령(regulament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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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자원개발 법제는 연방헌법을 축으로 하여 다음의 법률로 구
성되어 있다.
❚ 표 2-9.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개관 ❚
연방
헌법

광물
자원

탄화
수소
자원

외국인
투자

연도

법률명

비고

2009

탄화수소 상류부문 정부독점에 관한 법(Ley Orgánica que
reserva al estado bienes y servicios de las actividades
primarias de los hidrocarburos, 2009.5.7.)

탄화수소
상류부문
정부독점

2007

기존 석유회사들의 혼합회사 전환에 관한 법(Decreto Ley
No. 5.200 de migración a Empresas Mixtas de los
Convenios de Asociación de la Faja Petrolífera del
Orinoco; y los Convenios de Exploración a Riesgo y
Ganancias Compartidas, 2007.2.26)

2001년
탄화수소법
후속조치

1999

광업법(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Decreto Nº 295, 1999.9.5)

2001

광업법 시행령(Reglamento General de la Ley de Minas,
G.O. No. 37.155 de fecha 09-03-2001)

2001

탄화수소법(LOH: Decreto-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2001.11.13)

1943

탄화수소법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Hidrocarburos 개정 시행령
de 1943)
논의 중

1969

탄화수소 자원보호 시행령(Reglamento para la Conservación
de los Recursos de Hidrocarburos de 1969)

2002

탄화수소 부산품의 수출입 시 국영기업 우대에 관한 령
(Reserva de Exportación o Importación de Product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a Favor de las Empresas del
Estado, Decreto No. 1,648 - G.O. - 2002.4.24.)

1999

탄화수소가스법(Decreto-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1999.9.23)

탄화수소
가스법

2000

탄화수소가스법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Decreto N° 840, 2000.5.31)

탄화수소
가스법
시행령

2006

원유 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법(2006.3.1. 공포)

1990

신외국인투자법(1990.1. 공포, 제727호)

1999

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Ley sobre Promoción y
Protección de Inversiones, Decreto N° 356, 19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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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법

개정(폐지)
예상

기본법

❚ 표 2-9. 계속 ❚
연방
헌법

환경
조세
토지

연도

법률명

비고

2002

투자보호 및 법률명 진흥에 관한 법(Ley para la Protección
y Promoción de las Inversiones No. 37,489 - 2002.7.22.)

1999

양허제도를 통한 민간투자 진흥에 관한 기본법(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Orgánica sobr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bajo el Régimen de Concesiones, 1999)

2001

양허 민간투자 촉진법(Ley para la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en Concesiones No. Extraordinaria
5,555 - 2001. 11. 13.)

2006

환경조직법(Ley Orgánica del Ambiente, 2006)

1992

환경형법(Ley Penal del Ambiente No. Extraordinaria
4,358, 1992.1.3.)

2001

조세법(2001. 10. 17. 공포, 관보 37305호)

1984

연방영토기본법(Ley Orgánica de los Territorios Federales,
1984)

2001

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2001. 11. 9. 공포, 제1546호)

조세

2001

조세법(2001. 10. 17. 공포, 관보 37305호)

로열티

1992

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법(1992. 2. 공포, 제2095호)

공공
입찰

1999

입찰법(1999. 9. 5. 공포, 제296호)

1999

공공 공사에 관한 법률(1999. 9. 17. 공포, 제318호)

중재

1998

상사중재법(Ley de Arbitraje Comercial No. 36,430 1998.4.7.)

① 광업법(Ley de Minas, Decreto Nº 295 del 5 de septiembre de 1999)
광물자원의 탐사 생산 양허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으로
1999년 Hugo Chavez Fria 행정부법(Decreto-Ley) 제295호이며, 2001년
대통령령 제1234호로 행정절차 조건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2006년 3월 16
일 석유 및 천연자원의 국유화와 함께 광업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주요내
용으로서 베네수엘라 헌법 제302조, 제203조에 명시된 국가소유권의 천명
및 강화를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광업권 개발권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광업권 획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세금의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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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시되어 있고, 제13장에는 책임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탄화수소법(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내 모든 탄화수소물의 소유권은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석유에
너지부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2
조,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리고 탄화수소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경쟁,
자본참여, 유통, 생산, 공급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
조). 제3장에서는 탄화수소와 관련된 주요 활동의 조건, 국가기업, 혼합법인
(Empresas Mixtas)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정부
와의 계약은 최대 25년까지만 가능하며 15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34조). 그 밖에 증여와 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세
금은 30%를 납부하도록 하며(제44조), 벌칙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③ 원유 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법(2006. 3. 1. 공포)

④ 신외국인투자법(1990. 1. 공포, 제727호)

⑤ 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Ley sobre Promoción y Protección de
Inversiones, Decreto N°356, 1999.10.3.)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진흥과 이에 따른 투자자와 투자 유
치국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조 15항, ‘투자를 위한
진흥과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에서는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분쟁 시 외교적⋅법적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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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허제도를 통한 민간투자 진흥에 관한 기본법(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Orgánica sobre Promoción de la Inversión Privada
bajo el Régimen de Concesiones, 1999)
▸ 양허 민간투자 촉진법(2001. 11. 13. 공포, 제5555호)
▸ 환경조직법(Ley Organica del Ambiente, 2006)
▸ 환경형법
▸ 대통령의 경제 및 금융부문 임시대책 공포 승인에 관한 기본법
▸ 연방영토기본법(Ley Orgánica de los Territorios Federales, 1984)
▸ 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법(1992. 2. 공포, 제2095호)
▸ 입찰법(1999. 9. 5. 공포, 제296호)
▸ 공공 공사에 관한 법률(1999. 9. 17. 공포, 제318호)
▸ 조세법(2001. 10. 17. 공포, 관보 37305호)
▸ 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2001. 11. 9. 공포, 제1546호)

가. 헌법
1999년 헌법 제12조는 국가영토,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구역에 존재
하는 광물자원과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
다. 한편 제12조는 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정부규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탄화수소의 탐사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석유법을 제정하는 근거, 즉 상류부문 활동의 국가통제권을
강화하는 근거로 바로 헌법 제12조를 들고 있다.
연방헌법 제302조는 국가가 어떻게 석유활동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
고 있다. 즉 “국가는 적절한 조직법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석유활동과 기타

55

제2장 베네수엘라 │

산업, 공익적ㆍ전략적 성격의 재화, 서비스, 사용에 관해 권한을 갖는다. 국
가는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그리고 경제성장과 국부와 공공복지의 창출을 위
한 목적으로 비재생 천연자원의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기본재의 국내 정제를
진흥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
는 탄화수소법을 제정했으며 민간산업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묵살했다.

❚ 표 2-10. 1999년 헌법(제12조 및 제302조) ❚

제12조

베네수엘라의 영토,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광물과 탄화수소
는 공화국의 재산이며 공유물로서 분리와 양도를 할 수 없다. 해안은 공유재
산이다.

제302조

국가는 적절한 조직법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석유활동과 기타 산업, 공익적ㆍ
전략적 성격의 재화, 서비스,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국가는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그리고 경제성장과 국부와 공공복지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비재
생 천연자원의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기본재의 국내 정제를 진흥한다.

나. 탄화수소법
1) 개관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외국 석유기업과 합작 또는
양허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반신자유주의가 형성되면서 에너지 자원의 국가통제 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1980년대를 풍미했던 천연자원 주권이론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
등장하고 있는 형태다.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 국가통제 현상은 차베스(Chávez) 정부가 들어서면
서 주창한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ía Petrolera)’에서 나타난다. 차
베스정부는 1990년 석유산업의 개방 이후 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자국의
석유산업을 독식함으로써 석유주권이 넘어갔다는 인식하에 석유산업 정책을

56│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완전 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신석유정책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
의 강화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이 ‘완전한 석유주권’ 이론이다. 차
베스 정부의 석유정책의 내용은 ‘탄화수소법’에 구현되었다.

❚ 표 2-11. 탄화수소법의 법제 연혁 ❚
연도
1943년
1967년
1971년
1973년
1975년
1988년
1990년
2001년

3월
8월
8월
7월
8월
9월

법제 연혁
13일
29일
6일
22일
29일
11일

탄화수소법 제정
탄화수소법 부분개정
탄화수소 승인의 복구를 위한 효력 자산에 관한 법
탄화수소 부산품의 국내시장개발 국유화법
탄화수소의 상업, 산업 국유화법
차량의 탄화수소 파생 가연성 물질과 석유의 국내시장의 개시법
탄화수소법
신 탄화수소법(LOH: Decreto-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법은 탄화수소의 법률체제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탄화수소
와 관련된 행위를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의 소유를 정당화했다.2) 탄화수소법의
적용대상은 “탄화수소의 탐사, 채광, 정제, 수송, 저장, 상업화, 보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수행이 요구하는 정제 상품이나 노동과 같은 모든 관련된 사
항”이다(제1조).
탄화수소법의 전반적인 경향은 국가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존에 개방되어
있던 외국자본의 참여를 상당부분 축소함으로써 이전의 개방적 석유개발 정
책과 반대의 노선을 설정했다. 정부주도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민

2) 수권법에 관련된 법제사를 보면, 탄화수소법은 특히 모든 탄화수소의 법률체제를 통합하려고 했고,
탄화수소 활동을 공공물과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환경과
영토계획의 조율, 로열티 재조정, 소득세법 및 기타 세법과의 조화,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원
유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든 탄화수소 활동에서 같은 조건하
에서 경쟁하도록 하며, 정부는 에너지석유부를 통해서 투자수익과 투자규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탄
화수소의 가격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탄화수소법의 제정지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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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본은 석유 상류부문 활동이나 운송과 저장 등이 국가와의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또한 50% 미만의 소유권만 허용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권을 갖는 구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석유법 제9조, 제22조). 한편 탄화
수소와 그 추출품의 정제나 상업화에 대해서는 라이선스(와 허가) 제도를 통
해 국내외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폐쇄 정도는 더욱 심하다. 우선, 외국인 투자는 탄화
수소의 상류부문(upstream activities)에는 참여의 길이 거의 봉쇄되었다. 상
류부문을 국가나 국가가 50% 이상의 통제권을 쥔 기업을 통해 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상류부문 활동은 석유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금뿐만 아니
라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외자 없는 석유개발은 큰
부담이 된다. 정부 스스로 막대한 투자금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투
자 리스크를 민간투자가에 전가 또는 분담시키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
부에도 큰 부담이 되지만, 민간투자가에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민간투
자가는 상류부문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상류부문 활동이 포함되는 어떠한 수
직통합적 활동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제 등 제품화 활동은 민간자본에 개
방되어 있으나, 이것이 상류부문 활동과 결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제
한을 받는다. 민간투자가는 이러한 경우 정부가 경영권을 갖는 합작투자를 통
해서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경영이나 투자계획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적 환경 변화가 경영에 수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상류부문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이 꼭 50% 이상
의 주식소유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정부는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면서 투자합의서 또는 설립정관에 경영
권을 보장받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golden share)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 다수지분을 보유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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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막대한 투자금의 부담을 떠안고 있어 향후 석유개발 활동에 큰 장애
물이 될 수 있다. 석유법의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제3조).
▸ 개발․탐사권은 정부가 직접 행사하되(제9조), 정부가 혼합기업(empresa
mixta, 경영권을 정부가 소유한 관민 합작기업)을 통해 해야 한다(제22
조). 따라서 외국기업은 PDVSA(국영석유공사)와의 합작을 통해서만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진출이 가능해졌다.
▸ 석유와 천연가스의 정제, 유통, 판매는 민간기업이 할 수 있되, 그 방
식은 주무기관은 에너지석유부의 라이선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이선
스의 유효기간은 25년이며, 필요 시 15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0년이다(제13조).
▸ 국제투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금지와 국내법원을 통한 해결 원칙
그런데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원유는 전량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
에, 사실상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상업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국제투자 중재 대신 투자분쟁을 국
내법원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탄화수소법에 규정함으로써 과거 칼
보 원칙(Calvo Doctrine)을 새롭게 등장시켰다. 그리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석유 로열티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이나 분담금을 신설
했다.
이렇게 석유 관련 프로젝트는 국가, 특히 PDVSA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 및 PDVSA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사업진출
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에너지 개발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에
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
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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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상 과거에 비해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국가의 정책적 육성산업 분야로
정해놓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산업 외에는 별다른 산
업발달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장치산업뿐만 아니라 이에 대
한 공급이 가능한 IT산업을 연계하여 육성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플랜트 산업은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정부간 우호관계에 따라 사업의 구상부
터 성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조달청과 같은
정부조달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각 정부기관이 독자적으로 구매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구매 제도와 같은 시
스템 수출도 정부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에너지관련 입찰은
PDVSA나 광업공사(CVG: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 등이
주관하고 있다. 서방 기업들이 석유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하나, 정부관련 인
사들이나 공기업 인력이 서방 기업에서 교육을 받았고 두터운 인맥을 형성
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경쟁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에 대
한 사업진출은 정부의 협력하에 두터운 인맥을 쌓는 등 장기간 투자를 해야
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무부서인 에너지석유부는 2001년 개정 탄화수소법(Ley Orgánica de
Hidrocarburo)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국적 기업과 체결했던 32개 석유운영
계약을 모두 폐지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협의를 통해 탄화수소법에 따
라 PDVSA와 합작투자회사, 즉 혼합회사(empresa mixta)를 설립하도록 했
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잠정협정(convenios
transitorios)에 저항하는 외국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단
행하여 탈세와 노동착취 등 외국기업의 탈법행위를 밝혔으며, 투명한 기업경
영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경영을 간섭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추진했다.
2008년 3월 30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에너지석유부가 제출한 합작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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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련규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탄화수소법에 규정된 내용 중 합작투자회
사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시행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PDVSA는 회사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한다.
▸ PDVSA의 자회사인 La Corporación Venezolana del Petróleo, S.A.
를 신설하여 원유 탐사, 시추,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60% 이상의 지
분을 소유한다.
▸ 합작투자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하여 베네수엘라산 원
유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한다.
▸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금지하고 국내판결을 통한 독자해결을 규정
하였다.
▸ 운영계약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이 지불하던 석유 로열티는 기존 1%에
서 30%로 소득세는 36%에서 50%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유전개발 지
역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내생적 성장(desarrollo
endogeno)지원을 위해 개발수익에 대해 각각 3.33%와 1%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 헌법 제302조와 탄화수소법 제18조에 따라 에너지석유부(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가 자본참여, 유통, 생산, 공급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며, 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에 한해 민간기업이 활동한다.
▸ 석유법 제22조,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정부가 최소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는 합작기업(Empresas Mixtas)의 형태로만
활동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탄화수소법(석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탄화수소법은
총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조문은 다시 [표 2-12]와 같이 9
개 장으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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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탄화수소법의 구성 ❚
제1장

통칙
제1절. 법의 범위(제1조-제2조)
제2절. 유전의 소유권 관련(제3조)

제2장

탄화수소에 관련된 활동
제1절. 총칙(제4조-제7조)
제2절. 권한(제8조)
제3절. 초기활동 관련(제9조)
제4절. 정제와 상업화 활동 관련(제10조-제17조)
제5절. 국가자본의 참여와 국가자산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제18조)
제6절. 탄화수소 활동의 의무 관련(제19조-제21조)

제3장

초기활동의 수행
제1절. 초기활동의 방식과 조건 관련(제22조-제26조)
제2절. 국영기업 관련(제27조-제32조)
제3절. 민관혼합회사(empresa mixta) 관련(제33조-제37조)

제4장

추가 권리
제1절. 일시적 점령, 수용, 지역권 관련(제38조-제39조)
제2절. 절차 관련(제40조-제41조)

제5장

유전의 통합
제1절. 국가 유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지대 유전 관련(제42조-제43조)

제6장

로열티(사용료, regalía)와 세금 제도
제1절. 로열티 관련(제44조-제47조)
제2절. 세금 관련(제48조)

제7장

산업활동
제1절. 활동 형태와 조건 관련(제49조-제54조)
제2절. 기타 부산물 관련(제55조)

제8장

상업활동
제1절. 판매자 관련(제56조-제58조)
제2절. 국내 거래 관련(제59조-제65조)

제9장

위반행위와 처벌
제1절. 벌금과 그 액수 관련(제66조-제68조)

6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 탄화수소의 국가소유권
1999년 헌법 제12조는 국가영토, 영해, 대륙붕, 독점적 경제구역에 존재
하는 광물자원과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
다. 탄화수소법에서는 이러한 연방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석유의 국가소유
권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영토 내에 있는 탄화수소 유
전과 영해 지층 속이나 대륙 지표면, 독점 경제구역, 그리고 국경지역 내에
서 발견되는 어떤 국가 소유의 자원이든지 그것은 공화국에 속하며 공공의
자산이다. 이는 양도할 수 없고 절대적이다.”라고 하여 과거 국제적으로 논
란이 되었던 천연자원의 국가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베네수엘라의 헌법
과 탄화수소법을 통해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외
국인투자와 천연자원의 국가소유권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3) 상류부문
탄화수소법에서는 초기활동(actividades primarias)을 “본 법에 포함한 탄
화수소 유전탐사, 탄화수소 자연 상태에서의 추출, 수집, 운송, 초기 보관에
관련된 활동들은 본 법 효용의 초기활동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헌법 302항에 예정한 것에 부합하여, 앞서
가리킨 초기활동들은 그 방식에 요구되는 관련된 활동들과 함께 본 법에서
지정한 규정으로 국가에 소속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즉 탄화수소법에서
언급하는 초기활동(actividades primarias)은 통상 지칭하는 상류부문의 활동
(upstream activities)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① 국가가 직접 하거나, ② 100% 국영기업으로 하거나,
③ 민간과 합작투자를 하되 50% 이상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국가가 갖는 방
식으로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법을 살펴보면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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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기업을 통상 공공기업(compañía pública)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인 규제와 의무가 부가
된다. 상류부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려면 ① 탐사활동과 관
련된 지역을 양허하는 행정부령, ② 상류부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기업에 부여하는 행정부령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의 합작투자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포함하는 계
약에 서명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수적인 절차가 있다. 이전
의 석유계약 형태였던 운영계약이나 생산이익 분배계약 등은 모두 폐지되고
고전적 형태의 서비스 계약만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란 양허기간이 최대 25년, 15년 더 연장 가능이라는 계약기간, 탐사활동의
지역과 범위 확정, 이러한 활동 수행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와 계약 종료 후
국가헌납에 관한 규정,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베네
수엘라 법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제적 분쟁해결 조항 등의 규정들이
투자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투자가뿐만 아
니라 외국투자가들도 자연스럽게 베네수엘라 석유개발에 참여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국수적인 내용들이다.

4) 하류부문
천연탄화수소 관련 부산물과 그 상업화는 민간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천
연탄화수소의 정제권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탄화수소의 부산물의 정제는
허가(permission)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탄화수소 정제소의 설립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연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제11
조에서는 “설립을 앞둔 정제소는 그 설립과 기능에 있어 국가계획에 적합해
야 하며, 행정부의 에너지 및 석유 부처에서 승인한 확정 프로젝트에 연계되
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천연탄화수소의 정제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에너지석유부의 라이선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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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며(제12조), 이러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충족 규정이 있
다. 제13조 ① 기업과 그 대표자의 신원, ② 적용기술과 상품의 목적지, 프
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기술, ③ 프로젝트
나 기업의 지속기간(이는 25년의 최고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프로제트의 필
요사항을 충족시켰을 경우 15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연장기간을 가질 수
있음), ④ 공화국에 제공될 수 있는 특별 이점에 대한 기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천연탄화수소의 정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등
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에너지석유부 지정 등록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 같은 이유로 라이선스는 정제활동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
한 라이선스의 권한 없이 행해진 배정, 의무, 시행 조치는 에너지석유부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제15조).
한편 상업화 행위 즉 판매는 허가(permission)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정부
가 100% 국영기업에 탄화수소 부산물의 판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제와
유통⋅판매에 관련된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운용할지가 법적으로 상당히 불
안정하다. 정부는 “현존하는 국내 천연탄화수소 정제활동과 가스나 상품의
주요 운송에 필요한 설비와 작업, 그 확장과 변경, 국가나 독점소유 기업의
소유물”을 국가소유로 규정해 놓았다(제10조).

5) 로열티와 세금 규정
석유법 규정의 핵심은 소유권과 개발권 그리고 세금 규정이다. 정부가 통
제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세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석유법에 극명하
게 나타나 있다. 석유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제44조이다. 이 조문을 통해
정부는 로열티 비율을 기존의 16 2/3%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리고 오리
노코 강 일대의 초중질유(petroles extrapesado)나 한계유전(yacimiento
maduro)에 대해서는 석유법에서 규정한 30%의 사용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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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경제적으로 실적이 충분치 않은 경우 추출 수익금의 2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새로운 로열티 규정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부분의 석유국들이 외자와 기술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로열티를 낮추는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열티
규정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석유생산은 자본과 리스크가 결합되어 투자가들
의 이익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가 로열티에 손을 대었다면
석유탐사 지역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재검토해야 하고, 또한 관련 탐사 및
생산비용과 관련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열티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일시불 또는 분납이 가능하다(제45조). 정부
가 로열티를 현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탄화수소의 양을 원칙
적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제47조).

표 2-13. 탄화수소에 부과되는 세금
세제

탄화수소에 부과되는 세금(제48조)

토지면적세(1항)

개발지가 아니었다가 지정받은 토지면적 확장부분에 대하여 매년 사용한 단
위로 각 1km², 혹은 그에 대한 부분 당 100U.T.(Unidad Tributaria. 약 17
달러)와 같은 가치의 세금을 지불한다. 이 세금은 처음 5년 동안은 매년 2%
씩, 그 이후로는 매년 5%씩 증가된다.

유류소비세(2항)

연료로 생산ㆍ소비되는 탄화수소 부산품에 대해 1입방미터(m³)당 소비량의
10% 가치로 부과된다. 동 연료소비세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지는 불명확하
다. 천연가스는 부산품이기보다는 탄화수소 그 자체이다.

일반소비세(3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탄화수소 부산품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소비세로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리터당 가격의 30~50%에서 정해진다. 세금은 최종 소비자
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국고에 매달 보내기 위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석유추출세(4항)

유전에서 추출되는 액화탄화수소의 1/3 가치를 석유추출세로 납부해야 한다.
석유추출세는 로열티(제44조)와 함께 매달 지불해야 하며, 시장상황이나 투
자 인센티브의 목적으로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수출등록세(5항)

수출되는 모든 탄화수소는 그 가치의 0.1%를 납세해야 한다. 수출자는 에너
지석유부에 해당 송장의 사본을 선적 출항일 후 45일 내에 수출등록세 지불
확인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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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부는 로열티를 올리면서 대신 경질유와 중질유에 대한 소득세
율을 67.66%에서 50%로 낮추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외에도 3개
의 별도의 세제를 규율한다는 점은 투자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제48조).
한 가지 충돌되는 사항은 PDVSA와 그 자회사의 탄화수소 활동에 관련
해서는 주나 시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국유화법 제7조가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탄화수소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헌
법이 탄화수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의 과세를 면제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6) 혼합회사4)
탄화수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합회사(empresa mixta)는 2006년 에너지
석유부가 제출한 시행안에 의해 규율되었다. 기본구도는 외국기업과 혼합회
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51% 이상을 PDVSA가 보유해야 하며, 생산원유의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PDVSA는 사실상 독점적 판
매권을 갖게 되었다. 1999년 정권을 잡은 차베스 대통령은 탄화수소법을 통
해 PDVSA가 모든 석유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탄화수소법의 이러한 규정은 2005년 8월 18일에야 소위 ‘석유항
구계획’이 나오면서 2005~30년의 장기계획이 세워졌다. 2007년에 차베스
정부는 행정부법(Decreto Ley) 제5.200호를 ‘석유완전주권(Plena Soberanía
Petrolera)’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992년 시작되었던 모든 석유
개발에 관련된 법인 형태를 혼합회사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모델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혼합회사에서 대주주로 자리잡음으로써 차베

3) 소득세법 제53조(2001.11.13). 한편 초중질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34%로 낮추었다.
4) 혼합회사(empresa mixta)는 관민 합작회사로서 정부의 참여부분이 50% 이상이 되어 회사경영권
을 정부가 갖는 경우를 말한다. mixta(영어 mixed)는 공과 사의 이질적인 자본이 혼합(mixed)되
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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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부가 원했던 석유자원의 국유화를 사실상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운 형태의 혼합회사로 전환한 다국적 기업으로는 BP, ChevronTexaco, ENI,
Ineparia, Statoil, Total, Sinopec 등이 있다.
혼합회사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정들은 의회가 결정한다(제33조).
혼합회사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최대 운영 기간은 25년이며,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최대 1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제
34조).

7) 분쟁해결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의 분쟁해결 조항은 상당히 흥미롭게 규정되어 있
다. 별도의 분쟁해결 조항을 두지 않고 제34조에서 관민 합작회사(empresa
mixta)와 관련된 분쟁해결로 규정해 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전
정부에서는 석유개발 관련 투자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국제투자 중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문제는 탄화수소법 제34조 3항 (b)에 규정된 분쟁해결 조항이 국제중재 대
신 국내법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달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탄화수소)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어떠한 문제나 분쟁으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중재를 포함하여 당
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에
서 해결되어야 하며, 국제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조문에서 언급하는 ‘중재(arbitraje)’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비록 ‘중재’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조정의 성격을 갖
고 있는 당사자간 구속력이 없는 우호적인 해결방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문구의 규정이 “중재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no puedan ser resueltas amigablemente por las partes, incluido el
arbitraje)”이라고 하여 중재를 당사자들간의 우호적 해결방식으로 규정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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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중재’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구속력 있
는 중재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똑같은 문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국내법에서 종국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내외) ‘중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당
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외법원은 안 되고 반드시 국내법
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국제중재를 바
라는 측의 염원일 것이다. 탄화수소법의 시행령에서 좀더 명확한 시행지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탄화수소법 규정이 명료하지 않지만,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민간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라이선스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국내외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다.

8) 조부조항과 법의 소급적용 금지원칙
일반적으로 석유 관계법은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을 규정해 놓는다.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 투자에 대해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 1943년 탄화수소법이나 그 이후의 법들도 조부조
항이 들어 있었으나, 현행 탄화수소법은 이러한 조부조항이 없다. 그래서 구
법제에 의해 발효된 계약들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 조부조항은 투자가들에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투자의 경우 조세법 등 국내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가로서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943년 탄화수소법이 조부조항을 두고 있으며, 후법에서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 신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권리는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해석은 통상 연방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득권 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헌법 제24조). 또한 신법이 구법에서 인정한 기득권을 함부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관련 판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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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제는 어떤 것이 기득권에 속하는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투자계약이
구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리가 보호영역에 속하는 기득권
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계약에 그러한 보호약정을 명시하
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하튼 공공이익에 속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
법에서 변경하려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
열티나 조세규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대답
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투자계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국과 피투자
국 간에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하여 조약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현
명하다.

❚ 표 2-14.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법제의 주요 내용 ❚
국가(제3조)

소유권
개발⋅탐사권

원칙: 정부직접(제9조)
방식(제22조): 공기업(100%) 또는 정부참여 합작기업(empresa mixta,
경영권은 정부소유)

국내외 자본참여 방식

정부참여 합작기업

관할부서

에너지석유부(제8조)

정제ㆍ유통ㆍ판매

민간기업(제12조)
방식: 라이선스
기간: 25년+15년 연장=최대 40년(제13조)

개인 소유지의 수용

개발⋅탐사⋅정제⋅유통⋅운송 등에 필요 시(제38조)
방식: 토지소유자와 위임계약(제40조)

로열티, 세금 및 공과금

석유에 대한 국가 로열티: 추출석유의 20~30%
방식: 현금 또는 현물
세금: 제48조
토지면적세, 소비세, 일반소비세, 채굴세, 수출등록세

노동자 규정

모든 근로자 정규직 채용의무(제32조)

위반 규정

벌금과 활동중단(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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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업법
1) 개관 및 관련 법률
베네수엘라의 광업 법제는 다음과 같다.
▸ 광업법(ley de Minas, 1999):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No. 295 del 5 de septiembre de 1999
▸ 광업법 시행령(Reglamento General de la Ley de Minas, G.O. No.
37.155 de fecha 09-03-2001)
▸ 환경법(Ley Orgánica del Medio Ambiente, 1976)
▸ 광물자원 개발의 국가보호권(Decreto Nº 2039, 1977): Decreto sobre
reserva de exploración y explotación minera para el Estado
▸ 광산 양허와 계약에 관한 규범(Resolución Nº115, 1990): Normas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y contratos mineros
▸ 외국인투자법(Decreto Nº 2095, 1992): Regula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광업 법제의 기본법인 광업법(ley de Minas, 1999)은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총 12편으로 나눠져
있다.

❚ 표 2-15. 광업법의 구성 ❚
제1편
제2편

통칙(제1조-제6조)
광업 관리
제1장 광업 행사방식(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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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계속 ❚
광업의 행사
제1장 총칙(제9조-제16조)
제2장 광업권 취득 조건(제17조-제22조)
제3편

제3장 정부 전권(제23조)
제4장 광업권 관련(제24조-제47조)
제1절 탐사 관련(제48조-제57조)
제2절 채굴 관련(제58조-제63조)
소규모 광업, 광업조합들, 수작업 광업
제1장 소규모 광업과 광업 조합들 관련

제4편

제1절 소규모 광업 관련(제64조-제76조)
제2절 광업조합 관련(제77조-제81조)
제2장 수작업 광업 관련(제82조-제85조)

제5편

광업 관련 또는 보조사업(제86조-제87조)

제6편

광업의 제어와 감독 관련(제88조-제89조)

제7편

과세 관련(제90조-제95조)

제8편

광업권 소멸 관련(제96조-제108조)

제9편

처벌 관련(제109조-제115조)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 관련

제10편

제1장 총칙(제116조-제118조)
제2장 행정과 운영 관련(제119조-제125조)
제3장 연구소의 고유자산 관련(제126조)

제11편

부칙(제127조-제135조)

제12편

종칙(제136조)

2) 광물소유권
광물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제2조). 즉 베네수엘라 영토에 존재하는 어
떤 크기의 광물 또는 광산을 불문하고 광물은 양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소유 공공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광업법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광업법은 광물을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효가 없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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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bienes del dominio público inalienables e imprescriptibles)’로 규정
해 놓고 있어 그 사용에 대해서도 공공성(utilidad pública)을 강조하고 있다
(제3조).
광물자원은 국가소유로서 그 사용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산법
은 광물의 사용에 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정부가 국가발전 계
획에 따라 부존 광물자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제4조). 그리고 광물자
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환경보호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제5
조). 따라서 광물자원의 개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원칙(principio del desarrollo sostenible), 환경보호원칙(principio de
la conservacioń del ambiente)이라는 양대 제한원칙을 준수해야만 그 개발
이 가능하다.

3) 광업권의 법적 성격
정부양허(concession)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derecho real
inmueble)이다. 정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사회발전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광업권을 갖고 개발해야 하지만, 개발자원, 기
술, 인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민간자본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광업권을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하고, 또한 물권
적 성격을 갖지만 그 행사에 관해서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성이 있다. 특허
권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지만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
이다.
한국 광업법은 탐사권에 대해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
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광업권에 대해
서도 “상속, 양도, 광업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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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처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베네수엘라 광업법도 이와 유사한 처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광업권자
는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그
러나 이러한 처분은 항상 에너지광물부의 사전허가를 통해서만 하도록 행정
적인 규제를 해 놓았다.

4) 주무기관
기초산업 및 광물부(MIBAM: Ministerio de Industria Básica y Minería)
가 광업법 시행의 주무기관이며, 광물자원의 계획, 통제, 감독, 보호뿐만 아
니라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체제를 설계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제6조).

5) 광업권 신청 및 취득 자격
제3편, 제2장에서는 광업권 취득 자격(제17조~제22조)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원칙적인 면에서 광업권 취득은 내외국민에 대한 차별은
없다. 그래서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17조). 광업권의 취득 자역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을 불
문하고 있으나, 광업권의 행사는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제18조). 이
러한 광산개발회사는 상법상 설립되는 사적 법인이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
은 광업회사는 설립 후 30일 내에 주무기관인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신고해
야 한다는 점이다(제18조).
베네수엘라에서 광업활동을 하려는 외국기업도 상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국내에 거소(domicile)를 둔 베네수엘라 인 또는
외국인을 법적 대리인(representante legal)을 두어야 한다(제19조). 한편 외
국정부는 광업권 취득 자격이 없다(제21조). 광업법은 공인에 대해서는 광업
권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20조는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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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열거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화국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
대법원 판사, 구의원, 시의원, 검사, 일반 회계관 그리고 공화국 회계 감사관,
주지사, 연방구지사, 협회 구성원, 사법부 구성원, 기초산업 및 광물부 공무
원, 환경부 공무원, 환경천연자원부 공무원 및 국영연구소와 국영회사의 장
또는 책임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또한 위에서 언급된 공
무원의 4촌 이내의 친척이나 처, 동거인뿐만 아니라 2촌 이내의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20조).
이와 같이 법에 의해 광업권 취득이 금지된 사람들은 이러한 금지사항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야만 광업권 취득이 가능하다(제21조).

6) 광업권의 소멸
광업권은 이미 언급한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면
원천적 무효사유가 된다(제96조). 그리고 광업권을 외국정부에 양도하는 경
우도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또한 광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
멸된다(제97조). 제98조에서는 광업권 양허(concesión)의 소멸사유를 자세히
열거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제49조에서 예정한 기간 내에 광산탐사
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제50조에 설정한 기간 내에 개발 플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61조에 설정한 기간 내에 광산채굴을 하지 않는 경우, ④
제61조에 규정한 기간을 넘어서 광산채굴이 중단된 경우, ⑤ 이 법에서 규
정한 세금이나 벌금을 1년 동안 내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해당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당사자가 세금과 벌금을 납
부할 경우 소멸사유는 해지됨), ⑥ 정부의 특별혜택에 대한 불이행의 경우,
⑦ 6개월 내 세 번 이상 최고액의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 ⑧ 기타 법에서
규정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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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물탐사와 채굴
광업법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굴방식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① 정부가 직접 개발, ② 탐사와 광업권의 양허, ③ 소형광산 개발의 허가,
④ 광업조합, ⑤ 전통방식의 가내광산이 그것이다(제7조).
한편 이러한 광업권(derechos mineros, mining rights)의 행사는 유한적
이다(제8조). 즉 광업권의 행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광업법은 광업권의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각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하나는 지각의
표면층과 그 표면에서 광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까지를 포함하는 지층,
다른 하나는 지표면이 끝나는 곳에서 정확하게 깊이를 정의할 수 없는 지하
층이다. 지하층에서 이루어지는 광업활동은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제10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8조에서 말하는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ㆍ채굴하는 권
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업권 부여 권능은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업권
은 그 속성상 기한을 정해놓게 된다.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타인의 토지에서 행사하려면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광업법은 광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권 설정과 일시적 점유와 재산의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제
11조). 이러한 타인 토지나 재산에 대한 광업권의 행사는 부당하게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
액의 선정은 법원, 광업권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3인의 전문가가 결정하
며, 광업권자는 결정되는 보상액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보상액에 대
해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수용
과 보상에 관한 규정은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게 된다
(제11조). 그러나 주거지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광업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철로, 도로, 수로, 비행장 또는 다른 시설물들 100미터 내에서의 광업활동은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광업권 행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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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하도록 했다(제16조).
한편 광업법은 이미 언급했지만 환경보호와 광업활동의 공익성에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하
면서까지 광업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공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법
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가 광물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업권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발전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
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업법은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제5조에서 명시해 놓았고, 광업법 곳곳에서 이러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광업권의 행사에도 이러한 원칙 준수를 명시해 놓은 것이다(제
14조).
이러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 광업법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 환경천연자
원부, 재무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간 합동 상설위원회(Comisión Permanente)
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8) 광업권의 출원과 허가
광업권의 허가(concesión minera)는 광업권 설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광업
권(탐사권과 광업권)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이다(제24조). 따라서 광업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일정 기간 부여하는 조건
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광업법은 광업권의 존속기
간을 탐사권과 광업권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20년으로 정해 놓았다(제25
조). 탐사와 광업권이 포함된 개발기간은 20년을 넘길 수 없으며, 종료 전 3
년 내 10년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신청서(solicitud de pró
rroga)가 접수되었을 때 판단기준은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판단이 강하며,
만료일 6개월까지 관련부처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5조 단독항). 광업권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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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주소, 국적, 혼인 여부 그리고 작업의 성격을 포함한 지원자의
신원. 만약 회사라면 회사명, 주소 그리고 설립지. 외국인의 경우 동
법의 제19조에 명시된 모든 형식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광물의 종, 대체적인 면적 그리고 요청된 지역의 범위, 광산 엔지니어,
측지학자, 측량기사 또는 그것을 위해 법적으로 승인된 다른 어떤 전
문가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된 요청 지역의 개요를 포함한 지리적인 위
치, 지원자가 준 명칭, 공화국이 제공한 특별한 이익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요구된 나머지 자료들
▸ 이 토지 그리고 그 인접 지역이 비어 있는지, 공동 또는 개인 사유지
인지에 대해 신고된 내용. 그리고 만약 공동 또는 개인 사유지라면 소
유자의 이름
▸ 기술적인 능력, 경제적 능력, 재정적 능력의 부분에서 기초산업 및 광
물부의 만족 사항을 증명할 것
▸ 행정절차 기본법과 나머지 관련법들에서 세워진 절차들과 관련된 규제
들이 지시된 정보들이나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요청한 그 어떤 다른
정보
▸ 광업권자가 이 법의 제35조항에서 세워진 것과 관련된 특별한 이익을
제공했을 때, 그 이익들은 별도의 그리고 봉인된 봉투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률자문위원과 광물부 국장(el Director de Minas)에
의해 통합된 위원회에 의한 요청 의사 결정의 순간에 열어본다.
광업권이 출원되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출원 접수일로부터 40일 내에
그 결과를 출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41조). 심사일은 10일간 연장이 가능
하다. 출원서가 받아들여지면 같은 부지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광업권을 허가
하지 못한다.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결정하는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허
가일로부터 20일 내에 공화국 관보에 허가사실을 게제해야 한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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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게제는 제3자 대항 효력이 있다.
광업권 허가에 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기
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기해야 한다(제43조). 이의제기를 접수한 해당 수령일
로부터 5일 내에 출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출원자는 기간 만료
일까지 15일 내에 이의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다.

9) 탐사와 채굴
광업권자는 우선 인가된 지역에서 탐사(exploitación)를 해야 한다. 광업권
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동안 인가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재정 환경의
타당성 연구(estudio de factibilidad técnico, financiero y ambiental)를 수
행할 수 있는 탐사면적을 선택해야 한다(제48조).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 연
구지역은 인가지역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며 총 513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 탐사부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된 탐사광물의
탐사기간은 3년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탐사기간을 1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제49조).
탐사자는 탐사기간 안에 1:10,000 크기의 구획단위 도면과 1:25,000 크기
의 일반 도면이 포함된 구역도를 제출해야 한다(제50조).
탐사가 끝나고 채굴을 하는 경우에 채굴자는 채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보증하기 위해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환경보증이행 각서
를 제출해야 한다(제58조). 또한 개발 전에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금을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은 예상판매액의
5%이며 매년 갱신한다. 주무처인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양수인이 채굴을 시
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이행보증금
을 집행하도록 명한다(제60조).
광업법에는 탐사권과 개발권의 유효기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해놓지
않았으나, 제61조에서 채굴 착수기간을 최대 7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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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유효기간이 7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채굴이 시작되면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제61조). 중단사유는 바로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통보하여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채굴하는 동안 허가받은 광물과 다른 광물을 발견하는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제62조). 발견된 광물에 대한 광
업권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가지며, 정부가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경우 발견한
광업권자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인접 광업권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간 동안 그곳에서 채굴된 광물의 총가치를 인접지와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제63조). 그러나 광업권자가 고의로 침범한 경우에는 채굴된 광물가치의
2배를 인접지 광물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제63조 단독항).

10) 소규모 광업
소규모 광업(pequeña minería)은 30명 이하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광산을 말한다. 광산법 제64조는 “에너지광업부의 결정을 통해 사전
에 정해진 지역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금과 다이아몬드의 채
광을 위해 베네수엘라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광산활동을 말
하며, 최대 30명의 개별 노동자를 초과하지 않는 인원이 활동하기 위해 지
표면은 10헥타르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광
하는 수많은 소규모 광산의 현실을 인정하여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렇게 소규모 광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적인 의미의 광업 권리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광산법은 소규모 광산의
광업권을 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여한 불완전한 형태의 권리로서 물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광산의 광업권에 대
해서 광업조합의 형성을 위한 자금출자의 용도를 제외한 양도, 임대, 이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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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업조합
광업조합(mancomunidad minera)은 소규모 광산이 좀더 조직적이고 효율
적으로 재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제화된 것이다. 광업
법 제77조는 광업조합을 동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광산들의 그룹화
라고 정의해 놓았다. 이렇게 조합 형태로 구성하려는 이유는 광물자원의 개
발에 필요한 기술, 원부자재의 공급 등 광산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공동
으로 이용함으로써 생산성도 올리고 환경보호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광업조합을 결성하려는 광업권 소유자들은 광업조합의 결성으로 발생하는
장점 및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광업조합 결성안을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
출해야 한다(제78조). 제안서를 받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6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승인된 광업조합은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12) 세제
광업법에서는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와 채굴세(Impuesto de explotación)
를 규정해 놓고 있다. 지표세는 광업권 부여 4년차부터 과세된다(제90조).
즉 허가된 지역에 대해 헥타르(ha)당 지표세가 적용되며, 과세 시작연도는
광업권 허가 후 네 번째 연도부터 분기당 납부해야 하며 분기 만료일로부터
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 광업권자는 [표 2-17]에 명시된
세율을 따르는데, 이는 누진세로 총 허가면적에 대해 적용된다. 기타 광물에
대해서는 [표 2-18]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과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 모두
에 대한 세액은 납부일자의 세금 단위(T.U. 13,200Bs)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세금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 산하의 평가국에서 세금을 평가한 후 국
가세금징수국에서 징수한다. 한편 광물개발이 시작되면 동일 기간 동안에는
개발세액(지표세와 채굴세가 같아질 때까지)만큼 지표세가 공제된다.
채굴세는 실제적으로 광물을 채취하면서 부과된다(제90조 제2항). 즉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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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굴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익월 15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채굴세는
관련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채굴세가 부과된다.
▸ 금, 은, 백금 혼합물: 카라카스의 상업가치(거래가격)의 3%
▸ 다이아몬드와 보석류: 카라카스 상업가격(거래가격)의 4%
▸ 기타 광물: 광산에서의 상업가격(거래가격)의 3%

이러한 세금계산은 채광된 광물이 광산에서 차량을 통해 허가지역의 경
계를 넘어가거나 선광 또는 제련시설로 운송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구매시장인 카라카스에서 형성되는 광물
가격을 고려한 것이다.
개발세 납부와 관련해서 광업권자는 허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굴가능한
모든 광물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표 2-16. 광업법 규정 세제조항 요약 ❚
세제

내용 요약
광업권 부여 4년차부터 과세(제90조)

지표세

허가지역에 대해 헥타르(ha)당 적용
금과 다이아몬드 광업권자는 [표 2-17] 세율 적용
기타 광물에 대해서는 [표 2-18]의 세율 적용
광물이 채굴되는 시점부터 적용
현금이나 현물 납부 가능

채굴세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채굴세 부과
① 금, 은, 백금 혼합물: 카라카스의 상업가치(거래가격)의 3%
② 다이아몬드와 보석류: 카라카스 상업가격(거래가격)의 4%
③ 기타 광물: 광산에서의 상업가격(거래가격)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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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 금 및 다이아몬드 채광에 적용되는 지표세의 과세율 ❚
(단위: T.U.)

헥타르(ha)

4~6년

7~9년

10~12년

13~16년

17~20년

~513

0.14

0.16

0.18

0.20

0.22

~1,026

0.15

0.17

0.19

0.21

0.23

~1,539

0.16

0.18

0.20

0.22

0.24

~2,052

0.17

0.19

0.21

0.23

0.25

~2,565

0.18

0.20

0.22

0.24

0.26

~3,078

0.19

0.21

0.23

0.25

0.27

~3,591

0.20

0.22

0.24

0.26

0.28

~4,104

0.21

0.23

0.25

0.27

0.29

~4,617

0.22

0.24

0.26

0.28

0.30

~5,130

0.23

0.25

0.27

0.29

0.31

~6,156

0.24

0.26

0.28

0.30

0.32

~7,182

0.25

0.27

0.29

0.31

0.33

~8,208

0.26

0.28

0.30

0.32

0.34

~9,234

0.27

0.29

0.31

0.33

0.35

~10,260

0.28

0.30

0.32

0.34

0.36

~11,286

0.29

0.31

0.33

0.35

0.37

~12,312

0.30

0.32

0.34

0.36

0.38

❚ 표 2-18. 금 및 다이아몬드 이외의 광물 채광에 적용되는 지표세의 과세율 ❚
(단위: T.U.)

기간

4~6년

7~9년

10~12년

13~16년

17~20년

헥타르(ha)

0.14

0.16

0.18

0.20

0.22

13) 분쟁해결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모
든 광업권에 관련된 분쟁은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당사자간 합의에 중재(arbitraje)도 포함시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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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자발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분쟁해결은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베네수엘라의 국내법원에 의해서
만 해결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조문에서 언급하는 중재가 국제중재까지를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ICSID 투자중재에 대한 저항이나 칼보 원칙에의
복귀현상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정부의 입장은 외국중재나 외국에서 진행되
는 국제중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미주협약
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법제면에서는 국제중재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약이행이 불
확실한 상태에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약을
제외한다면 베네수엘라의 사법제도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이러한 점에
서 본다면 베네수엘라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상당히
정부에 유리한 편향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 사적인 계약, 즉 정부나 공기업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제상거래
계약은 국제중재 등 ADR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뉴욕 협약
가입국이라는 사실도 국제상사 중재가 국내법원을 피할 수 있는 해결창구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베네수엘라 상사중재법은 차베스 정부가 들어오기 바로
전해인 1998년에 제정되었다. 이 중재법은 기존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되어
왔던 중재에서 벗어나 UNCITRAL 모델법을 기초로 제정된 것이며, 차베스
정부도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2개의 ADR센터가
있다. 카라카스 상업회의소 중재센터(CACC)와 조정중재 비즈니스센터(CEDCA)
로서 국내외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순수 민간분쟁해결센터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국가기업환경(Doing Business)
에서 전체 조사국가 183개국 중 175위(2011년), 177위(2012년)를 할 정도
로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계약집행(Enforcing Contract) 항목에서도 7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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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와 77위(2012년)에 랭크되어 있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 방식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카라카스
등 대도시의 민사법원의 정체는 상당히 심각하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부
에서 사법개혁에 강력한 칼을 들고, 최근에는 서민의 법원 접근성 확대와 신
속한 소송을 위한 사법개혁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다수의 법률에서 민사절차
의 1심을 중재와 마찬가지로 6~12개월 내 판결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실상은 2~5년 가량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당사자주의를 도입
하여 구술변론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표 2-19. 베네수엘라 광업법 주요 내용 ❚
소유권

국가(제2조)

개발⋅탐사⋅광업권

제7조 : 정부직접, 양허, 소규모 광업, 광업조합, 영세 광업

국내외 자본참여
방식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내외 자연인과 법인(제17조)
상법 규정된 법인을 통해 참여(제18조)
외국기업은 국내 거주 대리인 필요(제19조)

관할부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제6조)

광업양허

광업양허기간 20년 및 10년 연장 가능(제25조)
양허계약상 탐사⋅광업권의 물권적 성격(제29조)
채광을 위한 광업권의 양도, 담보, 재임대, 하도급 가능(제29조)

광업양허 취득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광업권 취득원 신청(제40조)
광업탐사권 발급(제45조)

개인소유지의 수용

광업권자의 지역권 설정, 일시적 점유 및 수용(제11조)

광업권

광업권자는 채굴 전 예상매출액의 5%를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공탁(제60조)
채굴기간 7년 및 최대 1년 연장(제61조)
소규모 광업권은 10년(제64조)

세금 및 공과금

지표세: 광업권 부여 4년째부터(제90조)
채굴세: 광물 채취부터 발생(제90조 제2항): 금⋅은⋅백금⋅백금 혼합물은
카라카스 상업가치의 3%, 다이아몬드 및 보석은 4%, 기타 광물 3%

광업권 소멸원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채굴 중단(제99조)
세금 또는 과태료 1년 이상 체납(제99조)
과태료 납부를 6개월 내 3회 이상 위반(제99조)
자진반납(제100조)

광업권 양도

존속 잔여기간과 의무 동시양도(제104조)

위반 규정

불법 광물채굴은 피해액의 5배 벌금(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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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1)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으로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헌법(제301항에 수록), 1992
년 공포된 법령 제2095호(Comunidad Andina 관련), 1999년 공포된 투자
촉진 보호법, 특별법 등이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발전’ 및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2008년 1월 11일 베
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MILCO)는 베네수엘라 국내생산 차량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2008년산 외국산 차량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만 5,500
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2008년 이후 배기량 3,000cc 이상 완제품 차량
수입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완제품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와 기술도입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외국인 투자법은 ANCOM(안데안 공동시장)의 공동외자규
칙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정책
을 펼쳐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조를 이루
면서 외국인투자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령 제727호로 신외국인투자
법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내자본의 부족분을 외자로 충당하려는 정부의
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이윤 송금, 로열티 한도 폐지 등 우호적인 외자정책
을 펼쳤다.
한편 이러한 외자정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재원조달, 국내산업의
육성과 고용증대 등의 목적을 갖는바, 노동법의 내용은 좀더 현대화되었다.
노동법의 개정으로 주간 노동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야
간노동의 경우 추가 임금률을 높여 노동권익의 현대화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친외국인 투자정책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
면서 급격한 방향전환을 갖게 되었다. 차베스 정부는 투자법규를 국수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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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관심있는 자원개
발 산업분야에 관련된 법률인 석유, 가스, 전기 통신 등에 관한 법률을 지속
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 이러한 법제의 정책방향과 법령의 내용
을 검토해야 한다.
차베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권의 확립하에 천연자원 주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는 것 외에도,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정부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실히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석유산업 개방으로 석유개발권을 갖고 있던 국영석유회사(PDVSA)는 실질
적인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에 양도했으나, 다시 국영석유회사가 실질적인 개
발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즉 이미 언급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1999년 신
헌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2001년 석유법 개정, 2003년 3
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 선언(verdadera nacionalización petrolera),
20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 선언(plena soberanía petrolera)을 통해
석유주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천연자원 개발 등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국회 또는
정부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의 토지구매도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
하다.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 투자제
안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SENIAT(국세청)의 승인을 받고서 상업부
(MPPC)에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는 투자분
야는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투자관련 법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조세감면, 장⋅단기 금융
지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각 주별
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Paraguana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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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와 Margarita 자유무역지대, Santa Elena de Uairen 자유무역지대를 설
치⋅운영하며, 수출⋅수입 시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석유생산 및 관련 사업에 신규투자 시 8%의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의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석유탐사, 유정시추, 설치, 수송, 저장, 가스
저장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 추가로 4%의 소득세가 감면된다(2001. 12. 28.
공포, 특별법 제5566호). 또한 농업⋅수산업⋅관광 등에 대한 신규투자 시에
는 8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② 투자법상 규제 및 제약
차베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필요악으로 보고 있다. 국익을 기본으로 모
든 정책을 판단한다. 문제는 국익의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투명
성과 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는 사
법부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네수
엘라와 사업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기본지식의 습득
과 BIT 등 베네수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외국자본을 필요악으로 보는 이상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인
센티브도 선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와 해
당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및 환경법 등 법적인 제약에 관한 이해는 투자경영
에 도움이 된다. 보통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이 기본이며,
여기에 금융지원 및 산업분야별 특별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실무적인 면
만 살펴본다면 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조세 인센티브나 각종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중간 브로커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어렵다. 전통적인
관료주의가 아직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산업구조 자체에서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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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기업이 산업의 최하부와 상부층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청
산업 및 중간의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있어 부품조달이 매우 어렵다. 이
러한 상황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동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부품조
달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요컨대 외국인 투자는 국내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용증대 및 수입대체와
수출증대 그리고 기술이전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하여 허가하기 때문에 규
제적인 요인이 많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관심을 갖는 공공서비스나 유
통, 석유⋅광물 등 자원개발, 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해당규제 및 제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브
로커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③ 현지투자법인의 설립
외국인투자법(1992. 3. 개정, 대통령령 제2095호)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
자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
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정관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소에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 국
세청(Seniat)에 납세자 등록(RIF 및 NIT), 외국인투자청(SIEX)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현지법인 설립 대신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국 회사의 국적을 보유
하며, 본국 회사와 다른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 지사는 베
네수엘라 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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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 투자금지 및 제한 분야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석유⋅철광석, 그 밖의 천연
자원 개발 및 기초석유공업, 은행⋅보험⋅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
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
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 허용된다.
석유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
후 1999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
다.
2006년 3월 30일 의회는 에너지석유부(MENPET)가 제출한 석유법 합작
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주요 내용은 ①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회사(Empresa Mixta; Joint Venture)를 설립하되, 그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PDVSA가 소유, ② 합작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국가의 독점적 판매권 확보), ③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금지 및 국내판결을 통한 독자해결 규정, ④ 외국기업의 석유 로열티를 기존의
1~16.66%에서 33.3%(2008년 현재)로 인상하였다(가스생산 로열티는 20%).
2008년 4월 15일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 시 부과되는 특별부가금’
규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5월 부터는 원유 및 정제유 등을 국
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① 월평균 국
제원유 가격 70달러 이상 시 평균가격과 70달러와의 차액의 50%, ② 월 평
균 국제원유 가격 100달러 이상 시 평균가격과 100달러와의 차액의 60%가
특별부가금으로 부과된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3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대통령령)하여 외국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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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행정절차를 단순화했
다. 과거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금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은 그대로 존재한다. 즉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회사 설립 후 60일 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인 행정규제 외에는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받는다. 외
국인 투자도 안데스 동맹(ANCOM)의 협정상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역내에
❚ 표 2-20.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법

Decree N° 356/1999 투자보호⋅촉진법(Ley de Protección y Promoción
de Inversiones)

외국인투자 정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해 유효하게 통제되는 투자재산 및 투자. 직
접투자와 역내투자 및 안데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를 모두 포괄함.

외국인 투자의 등록의무

외국인 투자의 사전심사제도 없음.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
감독청(SIEX)에 국내 반입 60일 내 등록의무 있음.

내외국 투자가 차별대우

외국인 투자가는 국제법에 의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받음. 투자의 유
지, 관리, 확대, 매각이나 청산 등에 있어 차별조치 금지. 헌법이나 법
에 정한 제한이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 인과 동일한 권
리와 의무 향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음. 따라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없음.

외국자본 참여 금지분야

TV, 라디오, 신문, 전문직 서비스 등은 국내기업만 참여 가능.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채굴, 제조, 정제, 운송, 저장, 판매 등은 국가독점.

투자원금이나 과실송금

납세 후 투자원금, 과실, 이익 등은 자유롭게 송금 가능. 재정위기 시
일시적인 (차별적이지 않은 형태의) 송금제한 가능.

외국노동자의 고용

노동조직법은 10인 이상 회사의 경우 총 피고용인의 90% 이상이 베
네수엘라 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수는 총지급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국내전문가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율조정 가능.
산업관계 담당자, 인력담당자, 선박선장이나 항공기 기장 등은 베네수
엘라 국적인이어야 함.

양자투자협정(BIT)

양자투자협정에 적극적임. 브라질, 칠레, 독일, 스페인, 캐나다, 스웨덴
등과 BIT 체결. 한국과 미체결

분쟁해결 관련 주요 협정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미주협약 당사국
한국과 체결한 주요 협정 과학기술협정(94), 문화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정(07), 비자면제협정(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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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유롭게 금융조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국 내의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개정을 통해 자원분야에 대해 외
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
는 더 이상 단독으로 석유개발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06년 모든 천연자원
의 국유화를 취했기 때문에, 기존의 양허계약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외국
인 투자는 금지되고 있다.

▸ 석유, 철광 등 지하자원은 연방 소유이고 그 자원개발은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되, 국가가 60%의 지분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국
내기업과 합작으로 투자 가능
▸ TV, 라디오 등 방송과 신문
▸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자, 엔지니어, 경제인 등 전
문직종 종사자

2) 환경법
모든 광물 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은 환경법에 저
촉되지 않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물과 관련된 환경법으로는 광물
채굴 생산에 관한 법률(1992. 4. 23. 공포, 특별법 제4418호)과 광물 프로젝
트 탄화수소 채굴 생산에 관한 법률(1996. 7. 4. 공포, 특별법 제5079호)이 있
다.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통하여 환경파괴 등 법에 저촉될 경우 50~50,000Unit
의 과세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하다(석유법 제66조).

3) 노동법
차베스 정부는 노동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법으로 개정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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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고용주는 매년 말 해당연도 순이익금의 15%를 이익분배금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근로자들에게 배당되는 이익금
분배액은 기체결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 15
일 임금액에서 최고 4개월간 임금액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분배금은 통상 보너스의 개념으로서, 공무원도 1~3개월분 정도를 받는
다. 근로자는 10인 이상이면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이면 전국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
동부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급여총액의 11%를 고용주가, 4%를
근로자가 매월 사회보장에 적립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근
로자의 의료산재로 인한 불구 퇴직 및 사망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연
금수혜 조건은 750주 이상 부금을 적립한 남자 60세 및 여자 55세 이상이
며, 최저 연금액은 최저임금의 4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립부금 총액에 따
라 연금액이 높아진다.

4) 세법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SENIAT)
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취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금은 소득세로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자산
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
한 세액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 납
부세액 공제제도 또한 없다.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그 밖의 조세가 부과된다. 광업운영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 품목을 채광하는 데 따라서 다양한 조세가 부과된
다. 또한 2006년 이후 정부는 33.3%의 석유 채굴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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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에서 50%(현재)로 인상하였다.
한편 석유법상 특별세제가 규정되어 있다. km2당 100Unit의 지표세(Impuesto
Superficial) 부과 및 초기 5년간 매년 2%가 가산되고, 5년 이후 매년 5%
2

가산된다. m 당 10%의 적정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Propio)가 부
과되며, 판매가격에 대한 총 소비세(Impuesto de Consumo General)가
30~50% 부과된다. 시추세(Impuesto de Extracción)는 시추된 석유의 1/3이
과세되며, 수입등록세(Impuesto de Registro de Importación)는 0.1% 과세
된다(석유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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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1. 국가개황
❚ 표 3-1. 볼리비아 일반사항 ❚
구분
위치

일반

정치

내용
남미대륙 중서부

면적

1,099천 ㎢(한반도의 5배)

기후

열대(저지대) / 고산(고지대)

인구

10.4백만 명(2010)

수도

헌법수도 Sucre / 행정수도 La Paz

민족

케추아(30%), 아이마라(25%), 메스티조(30%), 백인(15%)

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

종교

가톨릭(95%), 개신교(5%)

독립일

1825.8.6(스페인)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Juan Evo Morales

의회

양원제(상원 36석 / 하원 130석)

주요 정당

MAS. MNR, PODEMOS

국제기구 가입

UN, IMF, IBRD, IFC, IDA, OAS, IDB, WT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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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계속 ❚
구분

경제

사회

내용

화폐단위

Boliviano(Bs)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서비스업 50%, 제조업 38%, 농업 12%(2010)

주요 수출품

천연가스, 아연, 원유, 대두(2010)

주요 수입품

석유제품, 제지, 항공수송기, 자동차(2010)

주요 부존자원

주석, 납, 아연, 천연가스

경제적 강점

광물자원 및 탄화수소 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자본⋅기술 부족, 사회간접자본 미비

평균수명

66세(2009)

절대빈곤계층 비율

60%(2007)

1인당 GNI

1,630달러(2009)

인터넷 사용자 수
(백명당)

11명(20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 표 3-2.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인구(면적)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

10.4백만(1,099천 ㎢ ) (2010)

억 달러

175

1인당 GDP

달러

1,708

경제성장률

%

3.4

GDP

산업생산증가율

%

10.6

국내총투자/GDP

%

18.0

실업률

%

8.5

재정수지/GDP

%

0.1

소비자물가상승률

%

0.3

환율(달러/연중)
경상수지
경상수지/GDP
상품수지
상품수지/GDP

Bs

7.02

백만 달러

813

%

4.6

백만 달러

74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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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계속 ❚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수출

백만 달러

4,918

수입

〃

4,144

서비스수지

〃

-500

수입(Credit)

〃

515

지급(Debit)

〃

1,015
180

구분

자본수지

〃

FDI순유입

〃

420

외환보유액

〃

7,584

총외채 잔액

〃

5,736

단기외채

〃

647

총외채 잔액/GDP

%

32.8

외채상환액/총수출

%

8.3

주요 기관 국가신용등급(2010)
한국수출입은행
OECD

D2
6

S & P

B

Moody’s

B1

Fitch

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볼리비아는 남미대륙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5배로
서쪽으로는 페루와 칠레,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남동쪽으로는 파라과이, 북
쪽과 동쪽은 브라질과 국경을 이루는 내륙국이다. 해발 3,600m에 위치한 라
파스(La Paz)는 볼리비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행정수도이며, 수
크레(Sucre)는 헌법상의 수도이다.
인구의 약 85%가 원주민(아이마라 족, 케추아 족 등) 혹은 원주민 혼혈
(메스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티플라노 고원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거
주하며 농업, 축산업, 광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주석, 은, 동 등의 금속ㆍ광물 자원과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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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계속되는 정치혼란과 잦은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저발전 및 빈곤
이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 코차밤바 지역
의 ‘물 전쟁’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5년의 ‘1⋅2차 가스전쟁’ 등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 및 권리를 위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불만 표출이 있었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는 2005년 12월 볼리비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대통령 선출로 이어지며, 새로운 정치․경제적 국면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
자유주의 정책과 다른 자원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
을 추구하고 있다. 민영화된 자원산업을 재국영화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
고,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최근 천연가스와 리튬 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자원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 포토시 우유니 염호의 리튬 자
원 매장량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볼리비아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과 한국 측 특사의 볼리비아 방문 교류를 통해 리튬
개발협정 등 양국의 자원개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달
라진 자원산업 구조 및 법적 틀로 인해 볼리비아 자원산업 진출에는 보다
세심한 타당성 평가 및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1) 천연가스
볼리비아의 확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2011년 26.500Tcf로 중남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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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9년 446Bcf를
기록했다. 볼리비아 남부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을 접한 타리하(Tarija) 주(85%)
에 가장 많은 가스전이 있으며, 산타크루스(Santa Cruz) 주(10.6%), 코차밤바
(Cochabamba) 주(2.5%)의 순서로 매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르가리타(Margarita),
이파티(Ipati), 산 알베르토(San Alberto) 및 사바로(Sabalo)의 가스전을 들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가스 공급은 내수 시장의 7.1MCM(19%)를 제외하고
약 80%를 브라질 27.2MCM/일(69%)과 아르헨티나 4.84MCM/일(12%)에 수출
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수출가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내수용은 US$ 1.25/MMBTU,
브라질의 경우는 US$ 6.03/MMBTU, 아르헨티나는 7.27/MMBTU으로 책정 공
급하고 있다.

❚ 그림 3-1. 천연가스 생산량 ❚

천연가스(MMmcd)

41

39.60

40
38.51

39

37.89

38
37
36

35.47

35
33.78

34
33
32
31
30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YPFB(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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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천연가스의 국유화 선언 이후 정부 부처인 탄화수소부와 국영석유
회사 YPFB에서 천연가스 산업에 관한 정책 및 산업에 대한 일련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원유
YPFB가 발표한 2010년 볼리비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4억 2,850만 배
럴로 세계 최소의 석유 매장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규모도 소
규모이며, 2010년 석유생산량은 약 5.4만 BPD로 국내소비량을 밑돌아 석유
의 순수입국이 되고 있다. 국내에 2곳의 소규모 정유소가 있어 원유 정제능
력 합계는 4.1만 BPD에 불과하다.
천연가스 매장 및 개발이 활발한 볼리비아의 경우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Repsol, 독일, 페루와의 합작회사인 Compania

❚ 그림 3-2. 석유 생산량 ❚
원유(MBPD)
50

48.84

49.2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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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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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40
3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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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PFB(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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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ogistica de Hidrocarburos Bolivia, 영국, 미국, 독일과의 Transredes, 영
국 석유회사와의 Chaco 등과 합작계약을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3) 광물
1970년대까지 은, 주석, 안티몬 등의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이 경제성장
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이후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로 인하여 그 위
세가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전형적으로 볼리비아는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다.
2009년 광산 개발은 볼리비아 전략사업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7%,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한국광물공사와 볼리비아의 국영광업회사(COMIBOL)
와 COROCORO 동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볼리비아 광물 자원에 대한 관
심 및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6개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 그림 3-3. 볼리비아의 광물 수출 국가 ❚

820
한국
일본
스위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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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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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ign Journ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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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2009년 주요 광물 매장량 ❚
광물(단위)

매장량

세계비중(%)

세계순위

주석(천 톤)

450

8.0

6

비스무트(톤)

10,000

3.1

4

안티몬(천 톤)

310

14.8

4

자료: 중남미 에너지자원 동향(2011) vol. 9.

❚ 표 3-4. 주요 광물 생산량 ❚
광물

2005

2006

2007

2008

2009

주석

18.639,50

17.669,43

15.972,09

17.319,02

19.580,71

납

11.231,42

11.954,88

22.797,53

81.553,23

84.537,58

아연

159.501,70

172.747,05

214.053,30

383.617,68

430.879,30

텅스텐

669,23

1.094,00

1.395,48

1.447,57

1.290,46

은

420,30

472,21

524,99

1.113,76

1.325,73

안티몬

5.204,11

5.460,37

3.881,30

3.905,07

2.990,07

금

8.871,13

9.627,66

8.818,19

8.431,25

7.216,97

34,74

218,04

606,22

566,55

619,54

구리

자료: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철, 동, 아연, 니켈)과 신전략 광물(리튬, 희토류)이 풍부하며, 현재까지 부존
광물 자원의 10% 정도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의 광물 수출대상 국가로 우리나라
의 영향이 확대되고 그 수출금액 역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볼리비아는 전 세계 주석과 은 생산량의 5%, 아연은 3%, 납은 2%를 차
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에서 볼리비아 아연에 대한 광업활
동을 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2011년 상반기 광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
으며, 광물의 총매출액은 2010년 상반기에 12억 3,600만 달러, 2011년 상
반기에 17억 7,057만 달러를 기록하며 볼리비아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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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광물 생산량의 38%는 미주대륙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광물 생
산량은 아시아로, 20%는 유럽으로, 4%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되며, 총 5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나. 자원정책
1) 탄화수소 자원정책
볼리비아의 자원정책은 여타 안데스 국가들 사례처럼 국영화와 민영화의
사이를 오가며, 국익증진과 산업발전의 좀처럼 조화되기 어려운 목표를 추구
해 왔다. 특히 볼리비아 사례가 특이한 점은 자원민족주의의 역사적 맥락하
에 자원산업 발전을 위해 1990년대 자본화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경험 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서 처음 석유가 발견된 것은 1896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마
누엘 쿠에야르(Manuel Cuellar)가 차코 지역에서 과라니 원주민들이 검은색
의 점성 물질을 동물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볼리비
아는 석유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1921년 미국의 Standard
Oil 사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Standard Oil 사의 탈세와 밀수 그리고 차코
(1932~35년) 전쟁기간 동안의 비협조로 인해 자원산업에 대한 민족주의 감
정이 증대되었다.
결국 1936년 12월 국영석유회사 YPFB가 설립된 후 1937년 석유산업 국
영화를 통해 처음 자원산업의 자체적 발전을 본격적으로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치적 변동과 함께 자원산업은 계속하여 민영화와 재국영화의 길
을 걷게 된다.
1955년에는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ictor Paz Estenssoro) 대통령이 미
국 Gulf 사에 석유개발권을 부여하였다가, 1969년 다시 국영화하게 된다.
1985년 주석산업이 침체하며, 천연가스는 볼리비아의 최대 수출품목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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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YPFB는 국영기업으로서 탐사⋅채굴의 상류부문과
수송⋅정제 등 하류부문 모두를 관장하는 국가 제1의 국영기업으로 볼리비
아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경제위기는
경제 전반의 개방 및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도입하게 만들었고, 결국 탄
화수소 부문도 자본화라는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에보 모랄레스 행정부의 등장까지 볼리비아에서 탄화수소법은 6차례 제정되
었다. 1921년 석유기본법(Organic Law of Petroleum), 1955년 석유법(Petroleum
Code), 1972년 탄화수소법(The General Law of Hydrocarbons), 1990년
1194법, 1996년 1689법과 2005년 3058법이 그것이다. 이중 탄화수소 분야
를 민영화의 새로운 기조로 전환한 것은 1996년의 1689법부터였다.
곤잘로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ánchez de Lozada) 당시 대통령은
1994년 자본화부(Ministerio de Capitalización) 설립을 시작으로 볼리비아
의 특이한 민영화 방식인 자본화를 추진하였다. 1996년의 새로운 탄화수소
법에 의해 천연가스 및 석유의 탐사 및 생산 활동은 YPFP와 합작사업을 체
결한 민간자본만이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YPFP 지분 49%를 자
본화하면서 CHACO, ANDINA 등 상류부문의 민영화를 실시하였고,
TRANSPORTE 등 하류부문을 매각하였다.
산체스 데 로사다 행정부는 1689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의
소급적용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전의 개발 시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 법 발효 이전 가스생산 광구는 기존 50% 로열티를 그
대로 적용했고, 새롭게 투자되는 유전에만 18%의 로열티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25% 소득세, 25% 부가세 그리고 12.5%의
송금세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탄화수소법 3058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은 제5조와 제6조에서 YPFB를 국영회사로 재정의하고, 모든
탄화수소 생산과정을 통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3058법이 기존의 1689법과
상이한 점이라면, 18%의 로열티 이외에 32%의 직접세(Direct Tax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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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arbons)를 신설한 것이다.
2006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 반대 및 자원산업 국영화를 천명했다. 이후 2006년 5월 1일 최고법
령 28701이 선포되고, 이 분야의 전면적 국유화와 세금인상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3058법과 신법의 차이점은, 2005년 생산량 기준으로 1억 피트 이상
생산한 유전의 경우 이익분배가 국가 82%, 다국적 기업 18%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18% 로열티와 32%의 IDH 이외에 또 32%의 YPFB 지
분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44개의 새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업들은 투자금액, 감가상각률,
생산량 등의 변수에 의해 총 75~85%의 세금을 정부에 지급하게 되었고, 그
남은 금액이 기업의 이익이 되었다.

❚ 그림 3-4. 볼리비아 탄화수소 개발지역 ❚

자료: 중남미자원협력센터, 중남미에너지자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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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YPFP는 8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44개 천연가스 채굴 및 생
산 계약이 발효 중에 있다. 이들 계약은 23~30년 동안 새로운 계약을 통해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의 자회사인 ANDINA, CHACO 등을 중
심으로 BRITISH GAS, REPSOL-YPF 등이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Santa
Cruz) 주와 타리하(Tarija) 주에서 유전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세입에서 탄화수소 직접세(IDH)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1997~2004년에는 34~43% 수준이었으나, 2005년 국유
화 추진 직후 2006년에는 78%까지 증가하는 등 예전보다 60~70%대 수준
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의
EXIM BANK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국제개발은행(IDB), 세계은행
(WD)도 볼리비아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 그림 3-5. 1996년 이후 천연가스 산업 전개의 주요 흐름도 ❚
1993-1997
민영화에 의한 시민불안
가속화

2000
‘watar war’
폭동으로
2003, 2월
IMF가 제안한 수입세가

1996
재정지원책으로
탐사장려

989
2,58

LNG 수출이 고려됨

2003, 10월
폭동으로 Lozada
대통령 사망 후
미국망명

520
0,99

1996

1997

1998

1998
브라질로 향한
파이프라인 의뢰

1999

2000

2001

Significant discoveries:
Margarita
Itau
San Antonio
San Alberto

1400
6,22

2002

2003

Natural Gas Production(MMCFD)
Natural Gas Prices ($/MMBtu)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
Royalty 50%
2003, 12월
정부는 탄화수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표함

자료: CBH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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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는 국유화를
실시고 PSC를
제정함

앞서 서술한 모랄레스 정부 국영화 과정의 결과로서, 볼리비아 자원산업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적 도전에 다시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조사
에 협조해 준 자원산업 종사 정부 관료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 모두 이와 같
은 사항들에 공감하고 현 자원산업 구조 개편을 지적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국영화 결과 인센티브 감소 및 인근 국가와의 경쟁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자원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볼리비아 천연가스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2009년에 일시 감소함),
시추작업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실정이다. 1998~2000년도 시추작업은 64~65
건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는 4건에 그쳤다. 2010년 다시 시추작업은 11건
으로 상승하였다.
선행연구와 현지조사를 토대로 볼리비아 탄화수소 자원정책이 갖는 특징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투자 및 생산하는 가스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만,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는 민간투자의
심리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웃 국가들이 더 좋은 투자환경(낮은 세
금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 이점이 상
실되고 있다.
▸ 볼리비아 국내시장의 가스 가격의 경우 기존에는 3개월마다 변동하였
으나, 현재는 정부가 수시로 통제하여 가스 가격이 동결되어 이윤이
감소하고 있다.
▸ YPFP가 생산물 판매를 전담하면서 수출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이익 증가에 한계가 존재한다.
▸ 전체 투자 중 이익 회수율이 8%에 그치면서, 신규투자 없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존 기업들만 새로운 환경에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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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들의 경우 채굴 지속이 생산비용 감소를 가져와 기존 계약을
지속하지만, 신규투자는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생산비용의 경우 지하 5m까지의 광구 채굴에 1년이 소요되며, 갱
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
▸ 석유의 경우 볼리비아 북부 아마존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대규
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밀림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인프라 건설에
원주민 공동체 자문 및 물질적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며, 물질적 지원도 수반된다.
▸ YPFP가 생산가능 지역을 자사 관할구역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신규
계약 시 51/49 지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YPFP
의 운영 능력을 의심하며 49% 투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신헌법에 의해 YPFP는 손실 발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YPFP
는 항상 이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합작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기업이 전액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다.
▸ 현재 탐사는 모두 민간기업이 자체 비용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시하
고 있으며, 자원 발견 시 운영계약을 탐사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세금 조건을 협상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의회가 서
명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호르레 키로가(Jorge Quiroga) 정부 시기
의회의 서명 미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의회가 계약을 취소해
버린 경우가 있었다.
▸ 신규탐사 부족으로 볼리비아 매장량이 2위에서 5위로 하락하게 되었으
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6년에는 현재 계약된 수출 공급량을 충족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 광물자원 정책
볼리비아는 전통적 광업국가로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분야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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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절대적이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은 생산의 중심지로서 남미 경제의 핵
심역할을 담당했으며, 독립 이후에는 주석 생산이 볼리비아 경제를 지탱하였다.
그러나 은과 주석 모두 소수에게 그 경제이익이 독점됨으로써 국가 정치⋅경
제 불안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 주석은 1952년 혁명과 함께 국영화되었고, 이때 설립된
볼리비아 광업공사(COMIBOL)가 광물 생산을 주도하며 광업부문을 이끌었
다. 1980년대까지 COMIBOL의 광물 생산량이 전체 광물생산의 절반 이상
을 담당하였으나, 1985년 주석가격 폭락과 함께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천연가스를 필두로 하는 탄화수소 부문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은 광업부문 민영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주석에 집중되었
던 광물자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채광기술이 부족했던
COMIBOL을 대체할 민간기업이 필요했다. 그 결과 현재는 안티모니 세계
3위, 창연 세계 3위, 텅스텐 5위, 주석 6위 등 여러 광물에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아연, 은, 철, 납 등의 발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리튬 광종인 리튬의 매장량이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천연가스 부문과 함께 광업부문은 볼리비아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현 정부의 정책은 광업 분야에서도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정책이 민영화
와 외자유치를 통한 광업부문 현대화와 생산 확대였다면, 지금은 민간부문과
함께 발전하는 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랄레스 정부는 2006년 5월 탄화수소 국영화 이후 광업 분야에서도 국
영화를 고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탄화수소 부문과 동일한 방식의
국영화는 광업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COMIBOL의 생산이 전체 광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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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기 때문에, COMIBOL은 감독 및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광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2012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규 광업법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리튬과 같은
특정 전략광종 이외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급감시키지 않는 범주
하에서 일부 세율 조정을 위한 세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광업법 제정의 목적은 2009년 신헌법의 틀에 맞춘 법안의 제정이다.
민간투자 증가를 중시하며, 신헌법의 정신과 국가경제 강화의 목표에 맞춘
광업분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광업활동이 해당 지역발전에 실
제 기여하도록 조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투자육성의 방안으로 국영⋅합작 등 다양한 형태의 광업회사 운영을 계획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리튬의 경우만 1, 2, 3단계의 발전단계를 설정하고,
1, 2단계를 볼리비아 정부가 관장할 계획이다.
세제와 관련하여 ①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② 현재 부적절한
세율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광물별로 차이를 두고 로열티가 인
상될 예정이다. 세율 구조는 현재의 계단식 구조에서 사선식 구조로 변화될
계획이며, 현재 원자재 수출 위주에서 정제품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볼리비아 탄화수소 자원 및 그 부산물에 대한 개발 주권은 볼리비아 국민
에게 있으며, 자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009년 볼리비아 정부는 신헌법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여 탄화수소 에너지부(MHE: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Energía)가 실질적인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국립탄화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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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탄화수소 부문 신조직도 ❚

ANH와 국영석유회사 YPFB, 국영탄화수소산업사 EBIH를 관리, 감독 및
개발과 산업화 실행의 주체로 새로운 조직도를 구성하였다.
[그림 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한 주요 4 주체
는 탄화수소 부문의 관ㆍ민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림 3-7. 탄화수소 에너지부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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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절을 통해 볼리비아 탄화수소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조직들
을 이해하고자 한다.

1) 탄화수소 에너지부
탄화수소 에너지부(Ministerio de Hidrocarburso y EnerǵIa)는 정부 행정
기관으로 탄화수소 자원 및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법규, 행정 및 감사와 탄
화수소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략 수립 및 탄화수소 자
원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 계약 체결과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역할을 담당
하지는 않으나, 정부 조직으로서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이용 및 국내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한다. 주권 원칙과 주체적 결정 아래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
며, 볼리비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탄화수소 에너지부의 산하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다.

▸ 탄화수소 탐사 및 채굴 담당국
▸ 탄화수소 산업, 상업, 수송 및 저장 담당국
▸ 에너지개발 담당국
▸ 전기 및 대체에너지 담당국

각 부서에서는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 및 발전 과제들을 제시하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탄화수소 자원의 개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찰을 진행한다. 더불어 국영기업의 설립 및 도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탄화수소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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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에너지부(Ministerio de Hidrocarburso y Energía)
장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José Luis Gutiérrez Pérez
http://www.hidrocarburos.gob.bo
Av. Mariscal Santa Cruz esq. c. Oruro, La Paz
(591) 2-2374050
►
►
►
►

탄화수소 자원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법령, 행정명령, 규칙 등 관련 법제 내용 구성
국영석유회사 YPFB의 계약에 대한 승인
국내 천연가스, 석유, 전기에너지의 수급정책 수립

2) 국립탄화수소청
탄화수소물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하여 규제, 관리, 감사 및
감찰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신헌법 제365조와 최고행정명령 29894에 따라
완전한 독립체로서 설립되었다. 탄화수소법 3058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인,
법인, 공인, 개인 및 볼리비아 국민이나 외국인 등을 막론하고, 탄화수소 및
부속물 관련 생산, 개발 등 일련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 대한
규제, 관리, 감사 및 감찰을 담당한다. 또한 YPFB가 담당하는 석유계약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감찰을 시행하는 등 YPFB 활동들에 대한
감독을 그 주요 업무로 한다. 더불어 국가 탄화수소 분포도를 설계하고 연구
에 매진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토대로 하여 탄
화수소 자원의 무상지원 및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탄화수
국립탄화수소청(La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국장

Guido Waldir Aguilar

홈페이지

http://www.anh.gob.bo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Av. 20 de Octubre No.- 2685 esq Campos, La Paz
(591) 2-2434000
►
►
►
►

탄화수소 정책에 따른 계획 진행과 규정 관리
탄화수소 부문의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사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 감독
국가 탄화수소 분포도 설계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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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련 세금 징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라이선스 취득 및 인가에 대한
업무도 담당한다.

3) 국영석유회사(YPFB)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 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Bolivianos)
는 탄화수소법 3058을 통하여 정부조직인 탄화수소 에너지부 산하의, 공적
권력을 갖는 독립된 국영회사로 재건되었다. 1936년 집권한 다비드 토로
(José David Toro Ruilova) 장군의 계획 아래 석유부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석유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1936년 12월 21일 법령을 통해 석유산업의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으로 YPFB를 설립하였다. 두 번의 국유화
와 민영화 사이에서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의 세 번째 국유화를 선언하
면서 그 역할의 증대 되었고, 위상 또한 높아졌다. YPFB의 주요 업무로서
국영석유회사 YPFB 조직
국장
YPFB 본사

Chaco S.A

Andino S.A

Carlos
Villegas
Quiroga

Refinación S.A
GAS Transboliviano
S.A

위치
홈페이지 http://www.ypfb.gob.bo

총괄

주소

C/Bueno Nro.185, La Paz

연락처

(591) 2-2370210

Av. San Martín 1700, Piso 6
María Olga 차코 지역 탄화수소 탐사
del Edificio Centro Empresarial
Querejazu 및 채굴 활동 담당
Equipetrol, Santa Cruz

스페인의 Repsol-YPF와 Av. .José Estensoro 100 3er
Mario Arenas 함께 탄화수소의 탐사, 채 Anillo Ext.y Rad.19,
Santa Cruz
굴 활동 담당

Petroandina S.A. Miguel Pradel

Transporte S.A

업무

Cristian
Inchauste

베네수엘라와
합작회사

볼리비아의 Av Busch 1689 Ed. Londres P. 4
La Paz

볼리비아 전역 및 아르헨티
Av. Arce esquina Rosendo
나와 브라질로 이동하는 천
Gutierrez, La Paz
연가스관 건설 및 관리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원 Av. PETROLERA KM. 6
Rómulo
Cochabamba
Barba Pedraza 유의 정제영업 총괄
Katya
Diederich

볼리비아-브라질 가스관 및 Km. 7 ½ Carretera a
Cochabamba Santa Cruz
구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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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화수소 생산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탄화수소 산업에
대한 생산, 분배 등의 계약 체결이 있다.
YPFB는 탄화수소와 그와 관련된 부속물들의 국내 수급시장 공급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 및 농촌사회의 가스 사용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에 노력을 가한다. 이러한 업무 외에도 가장 중요하게는 천연가스의 새
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활동과 산업과 및
상업화의 중심 역할을 진행한다.
YPFB 산하에 6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
을 중심으로 탐사, 채굴, 정제, 수송, 보관 및 분배에 관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4) 국영탄화수소산업사(EBIH)
2008년 4월 9일 최고행정명령 29511에서 국영탄화수소산업사의 설치 필요성
에 대해 공포한 후 2009년 신헌법 제363조 1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영탄화
수소사업사(EBIH: la Empresa Boliviana de industriaclización de Hidrocarburos)
의 설립을 명시하였고, 2009년 11월 25일 최고행정명령 0368을 통하여
EBIH의 성격과 조직구조, 재정공급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공포하였다.
EBIH는 YPFB와 구별되며, 탄화수소 에너지부의 산하 조직으로 탄화수소
국영탄화수소산업사(la Empresa Boliviana de industriaclización de Hidrocarburos)
국장

Gloria Ayala Morales

홈페이지

http://www.ebih.gob.bo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Av. Salamanca #0722, Cochabamba
(591) 4–4663214
►
►
►
►

탄화수소 자원의 최종산물의 산업화 부분 담당
석유화학 산업화를 위해 복무
국내ㆍ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석유화학물 개발 연구
석유화학 플랜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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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특히 석유화학 산업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EBIH는 탄화수소
산업화 정책에 대한 행정조직으로서 플랜트 설치를 통해 산업화 발전에 노
력하며, 석유화학 산업 증진에 복무한다. 또한 국내⋅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외국 기업들과의 석유화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하여 플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5) 탄화수소감독청
1996년 4월 30일 공표된 탄화수소법 1689에 의해 설립된 탄화수소감독
청(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탐사, 채굴, 제련, 수송 및 산업)과 상업활동에 대한 규제, 관리 및 감독 역
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6년 5월 17일 신탄화수소법 3058을 통해 탄화수
소감독청이 재비준되고 그 기능 역시 확대되었다. 또한 탄화수소감독청은 탄
화수소 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분야 주체들의 활
동 허가 및 인가를 승인하며, 탄화수소 수출 인가를 내주는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탄화수소감독청(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국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Jorge Quiroga
www.superhid.gob.bo
Av. 20 de Octubre # 2685 esq. Campos, La Paz
(591) 2-2434000
►
►
►
►

탄화수소 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상업활동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
소비자 권익 보호
탄화수소물(천연가스와 석유) 수출 인가

6) 탄화수소협회
1986년 8월 20일 15개의 탄화수소 관련 업체들의 조직으로 시작된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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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협회는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 조직들
과의 연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효율적
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현재 탄화수소협회는 천연가스 탐사와
채굴 그룹, 천연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산업-수송-유통 그룹, 탄화수소물 관련
전문 상품 그룹, 파생상품 그룹으로 구분되어 전국 약 100개의 등록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탄화수소 산업 부문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한다.
탄화수소협회(Cámara Boliviana de Hidrocarburos y Energía)
회장

Raúl Kieffer Guzman

홈페이지

www.cbh.com.bo

주소

Radial 17 1/2 y 6to. Anillo, Santa Cruz

연락처

(591) 3-3538799

주요 기능

►
►
►
►

탄화수소 부문에 활동하는 기업들의 조직체
탄화수소 자원 관련 기업들의 활동 지원
민간기업의 이익 대변
국내외 탄화수소 부문 활동 교류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 광업금속부
광업금속부(Ministerio de Minería y Metalugia)는 정부기관으로 광물 및
금속자원에 대한 정책, 법규, 행정 및 감사와 광산개발 시 환경에 끼치는 영
향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 및 광업협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광
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 광산을 개발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부조직으로서 볼리비아의 광물과
금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광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주권
원칙과 주체적 결정 아래 상이한 주체들과의 참여로 볼리비아 국민들의 이
익을 위해 복무한다. 또한 광업금속부는 광업발전을 선도하며, 투명성, 기술
능력 및 사회적 약속, 창의성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의 성격을 가지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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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광업금속부 조직도 ❚

광업금속부(MMM)

공조직

공조직

광업정책 규제
및 감시 담당국

광업 및 금속
발전 담당국

광업 협력
담당국

국영
기업

프로
젝트

제발전을 통해 사회정의와 연대를 획득하는 데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광업금
속부는 광업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제, 내규 및 법령 제
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다음의 3개의 부서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세분
화하고 있다.

▸ 광업정책 규제 및 감시부
▸ 광물 및 금속 발전부
▸ 광업 협력부

광업금속부는 또한 독립된 산하 조직으로 3개 공공조직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로 총 8개의 독립된 분과 조직을 두어 실제 광물 개발과 생산 및 관
련 정보를 취합 및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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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금속부(Ministerio de Minería y Metalugia)
장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José Antonio Pimentel Castillo
http://www.mineria.gob.bo
Av. Marical Santa Cruz Edificio Palacio de Comunicaciones Piso 14
(ECOBOL), La Paz
(591) 2-2310846
►
►
►
►

광물 및 금속자원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법령, 행정명령, 규칙 등 관련 법제 내용 구성
국영광업회사 COMIBOL의 계약에 대한 승인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정책 수립
광업금속부의 산하 조직

분권 공조직

지질광산기술서비스국(SERGEOTECMIN)
국가 광산에 대한 사법 및 행정 기관(AGJAM)

지방자치
공조직

광산재정기금(FOFIM)
우유니 염호의 증발자원 산업화국(CIRESU)
광산물 등록 및 관리 서비스국(SENARECOM)
국영광업회사(COMIBOL)

독립 공기업

Vinto 국영금속회사(EMV)
Mutun 국영철광회사(ESM)

2) 지질광산기술서비스(SERGEOTECMIN)
지질광산기술서비스(Servicio Geológico y Técnico de Minas)는 2003년
12월 30일 법령 2627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지질학, 광산 및 수문지리학 분
야에서 과학과 기술 연구를 실행하며, 광업과 야금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를 담당한다. 구체적 업무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국가지리
부도를 출판하며, 수문지질도와 환경지도를 제작한다. 더불어 광상지역을 조
사하고, 광상 가능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며, 지질학적 위험이 포착된 지역
은 관리에 힘쓴다. 즉 국가 광산업이 진행되기 위한 기술적인 서비스와 데이
터베이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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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광산기술서비스(Servicio Geológico y Técnico de Minas)
국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Hugo Delgado Burgos
http://www.sergeotecmin.gob.bo
Calle Federico Zuazo No. 1673 esq. Reyes Ortíz Zona Central, La Paz
(591) 2-2311373
►
►
►
►

지질학, 광산 및 수문지리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광업 및 야금활동과 환경영향 연구
국가지리부도 출판
광업관련 기술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3) 국가 광산에 대한 사법ㆍ행정청(AGJAM)
1997년 광업법에 따라 중앙광산감독청(SGM-la Superintendencia General
de Minas)이 설립되었다. 중앙광산감독청은 2001년 3월 2일 최고행정명령
N° 26089와 2005년 8월 3일 법령 3159에 따라 7개의 지역 감독청를 설치,
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과 지역의 광산감독 조직
으로 2009년 4월 9일 최고행정명령 71을 통해 중앙과 지역을 통합한
AGJAM y ARJAM을 구성하였으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중앙광
산감독청와 지역감독청이 담당하는 것을 통합하여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AGJAM은 광업에 대하여 사법적⋅행정적 기능을 실행하며, 광업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조직에 대한 관리와 감찰을 진행한다. 따라서 광
국가 광산에 대한 사법ㆍ행정청
(Autoridad General Juridiccional Administrativa Minera)
국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기능

Carlos Alberto Soruco Arroyo
http://www.autoridadminera.gob.bo
Av. Villazón, Edif. Kruzfeldt No. 1966 piso 3ro y 4to, La Paz
(591) 2- 2310441
►
►
►
►

광업활동 관리 및 감독
기업들의 광업활동 중 광산 및 광구 관리에 대한 관찰
중앙과 지역의 광업활동 광산감독청 총괄
광업활동에 대한 사법 안정성 보장을 위한 2015 계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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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에 대한 문제 및 광구에 대한 소유권의 무효 및 지속에 관한 실질적
인 관찰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현재 AGJAM은 2015년까지 광업활동에
사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정치⋅행정적인 면에서 제도적 통합체로
거듭나고자 계획하고 있다.

4) 광산재정기금(FOFIM)
2009년 8월 4일 최고행정명령 0233을 통해 설립된 광산재정기금(FOFIM:
Fondo de Financiamiento Para La MinéIa)은 지난 기간 광업투자기금(Fondo
Minero de Inversión)의 역할을 대체하는 조직이다. 광업조합 부분에서 모
든 광업조합 분야의 생산라인에 대하여 기금조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은행이 아닌 재정 담당으로서 광산협회 조직 및 사회의 광업활동과 관련
한 모든 생산활동에 재정 대출을 허용하면서 광업협동활동을 구성할 수 있
도록 하며, 협동조합에 종속된 생산 단체들에 대해 재정 대출을 하고 있다.
광산재정기금(Fondo de Financiamiento Para La Mineía)
국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Luis Adolfo Téllez Toledo
http://www.fofim.gob.bo
Av. Villazón Nº1965, La Paz
(591) 2-2445332
► 광업조합 부문에 대한 기금조성 담당
► 광산협회 활동 구성 원조
► 광산협회 조직 및 광업활동 기업에 대한 재정 대출

5) 광산물 등록ㆍ관리 서비스(SENARECOM)
2007년 6월 13일 최고행정명령 26165를 통해 설립된 광산물 등록⋅관리
서비스(SENARECOM: Servicio Nacional de Registro y Control de la
Comercialización de Minerales y Metales)는 광물 및 금속자원의 국내⋅
국제적 상업활동에 대해 등록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6월부
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광업금속부 산하로 SENARCOM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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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것은 SENARCOM을 통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비공식 시장을 제거하고,
광물 가격의 공정성을 기하며, 광물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 한 것이다. 또한 광물의 상업 및 수출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광산물 등록ㆍ관리 서비스
(Servicio Nacional de Registro y Control de la Comercialización de Minerales y Metales)
국장

Jorge G. Fernández Ditmeyer

홈페이지

http://www.senarecom.gob.bo

주소

Av. Villazón Nº1965, La Paz

연락처

주요 기능

(591) 2-2000704
►
►
►
►

광물 및 금속자원의 상업활동에 대한 등록⋅관리 담당
국내 광물 및 금속자원에 대한 비공식 시장 제거
광물에 대한 로열티 징수 투명성 조사
광물자원의 상업화 및 수출 정보체계 구축

6)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Corporación Minera de Bolivia)는
국영기업으로 독립 조직이며 광업금속부에 속해 있다. 1952년 혁명 이후 대
규모 주석 광산의 국유화와 국영광업공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COMIBOL
의 역사는 1985년 민영화 이후 다시 재국유화되는 등 국가의 정치변동에 따
라 회사의 운명도 변화되었다. 국가 경제발전의 주 수출원으로 광물생산에
주력했으나, 2006년 중반까지 COMIBOL의 주된 기능은 광산개발에 있어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구성
되고, 2007년 7월 31일 3720법을 통해 국가 광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역할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실제 광구개발 및 광업권을 획득함에 있
어 실질적인 기업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된다. COMIBOL은 합작회사 구성
시 최소 지분 51%를 가져야 하며, 볼리비아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를 갖는다. 현재 한국광물공사와 COROCORO 동광 개발에 합
작형태를 갖고 있으며, 광업활동에 있어서 국영기업으로 계약체결, 생산업무
및 개발과 수출까지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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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사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Hugo Miranda
http://www.comibol.gob.bo
Camacho 1396 esq. Loayza, La Paz
(591) 2-2682100
► 볼리비아 광산개발활동의 주체
► 민간기업(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과의 합작계약
► 광물 및 금속자원 개발의 모든 활동에 참여

7) 볼리비아 광업협동조합(FENCOMIN)
1958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협동조합의 일반협정에 따라 1958년 9월 13
일 볼리비아 광업협동조합(Federación Nacional de Cooperativas Mineras
de Bolivia)이 구성되었다. 현재 약 560개 조합의 4만 명의 노동자들로 구
성되어 있는 볼리비아 최대 광업 협동조합이다.
볼리비아 광업협동조합
(Federación Nacional de Cooperativas Mineras de Bolivia)
조합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Albino González
www.fencomin.com
c. Pichincha # 850 entre Sucre e Indaburo, La Paz
(591) 2-2120552
► 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광업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8) 광업협회(CANALMIN)
볼리비아 광업협회(La Cámara Nacional de MinerIa)는 1955년에 소형
광업회사들의 전국 단체로 창설되었다. 도(department) 수준의 6개의 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1,000톤 미만의 생산량을 갖는 소형 광업회사들의 생산
활동 및 기술발전과 생산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형 광업회사
들은 COMIBOL을 통해 획득하는 기계, 기기 및 장비들을 통한 채굴 방법
을 택하고 있다. 소형 광업회사들은 금속이 아닌 광물자원(은, 금, 아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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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구리, 비스무트 등)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물들의 생산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광업협회(La Cámara Nacional de Minería)
사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Saturnino Ramos
http://www.canalmin.com
Pasaje Bernardo Trigo, 429, La Paz
(591) 2-2379652
► 광업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 광업회사들의 기술발전과 생산력 발전을 위해 노력
► 광업활동에 필요한 장비 개선 및 역량 강화

9) 볼리비아 광업노동자조합(FSTMB)
광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연대조직체로서 볼리비아 광업노동
자조합(Federación Sindical de Trabajadores Mineros de Bolivia)은 1944
년 6월 11일에 Huanuni 지역 광업지구에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볼리비아
노동자 총연맹(COB)의 산하 조직으로, 광업노동자조합 아래로 현재 42개
조합이 가입되어 있다. 볼리비아 노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하면서도 강력
한 노동조합으로서, 1952년 혁명 당시 군부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자 조직으
로서 큰 역할을 했다. 1985년 광산 민영화 정책으로 수많은 광업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그 위세가 약해졌으나, 2000년 이후 반신자유주의 정책에
볼리비아 광업노동자조합
(Federación Sindical de Trabajadores Mineros de Bolivia)
협회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요 기능

GUIDO MITMA CRISPIN
http://sites.google.com/site/fstmb2003
Plaza Venezuela 147e, La Paz
(591) 2-2359656
► 볼리비아 노동자 총연맹(COB) 산하 광산노동조합
► 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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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하는 사회운동 및 노동자 투쟁의 앞장서면서 다시금 광업노동자들의 권
익과 광산국유화 및 광물생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볼리비아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헌법, 탄화수소법(천연가스 및 석유), 광
업법(금속 및 광물 자원) 및 외국인 투자법 등의 주요 법제를 통해 그 소유
와 개발 및 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자원 관련 소유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탄화수소법과 광업법을
통해 탄화수소 자원과 광물 및 금속 자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령은 최고행정명령과 행정명령
및 개정 조항을 통해 수정된다. 2009년 공표된 신헌법과 2005년 개정된 탄
화수소법 3058, 1997년의 광업법 1777이 주요한 자원개발 관련 법제이다.
❚ 그림 3-9. 자원개발 관련 법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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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의 특성상 국내ㆍ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법제
와 함께 투자법과 환경법이 주요한 법제이다.

가. 헌법
2005년 12월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의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되
면서 천연자원의 소유, 원주민의 권리 및 국가의 권위를 격상시키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선언하였다. 2006년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 논의를 거
쳐 국민투표를 통해 2009년 2월 신헌법을 공표되었다.
신헌법은 총 5부문 18편 411조, 10개의 부칙과 종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의 천연자원 특히 탄화수소 자원과 광물 자원에 대한
법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헌법의 천연자원 부분에 대한 내
용을 골자로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2009년 2월 신헌법을 통해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명시하
고, 자원개발과 관련한 관리 및 통제에 관하여 최고권한을 국가에 귀속시켰
다. 신헌법 제2장 환경, 천연자원, 토지 및 영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원에
관한 소유 및 권리, 관리 경영, 계약 및 통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2편 제1장 환경보호 및 개발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제2장은 천연자원,
제3장은 탄화수소 자원, 제4장은 광물 및 금속 자원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
고 있다. 특히 제3장 탄화수소에 대한 헌법의 국가소유 명기는 지난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던 기존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즉 2003년 ‘1차 가스전쟁’과 2005년 ‘2차 가스전쟁’을 통해 국민들
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천연자원의 소유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그 운영,
관리 및 책임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귀속하는 형태를 선언한 것이다.
신헌법 제349조 1항은 천연자원의 소유와 양도 및 권리를 국가에 두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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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신헌법 ❚
—제346조: 볼리비아 영토의 자연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공의 이익
과 전략적 특징을 갖는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자연보호와 이용에 대한 책임과
권능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에 침범할 수 없다.
—제349조: 1. 천연자원은 볼리비아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불가분 및 절대적인 소
유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리는 국가에 귀속한다.
—제351조: 1. 국가는 전략적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산업화, 수송 및 상업화의
관리와 방향에 책임을 가지며, 공기업, 연합체 및 공동체를 통해 민간기업 및 합
작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
제2장 2. 국가는 천연자원의 이용을 위해 법적 볼리비아인 및 외국인과 협약을 계약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활용의 재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제355조: 1. 천연자원의 산업화와 상업화는 국가가 담당한다.
—제357조: 그 어떤 외국인, 외국기업 및 볼리비아 개인 및 민간기업은 주식시장
에서 볼리비아 천연자원의 소유를 등록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천연자원 소유에 대한 등기와 등록은 국가의 독점권한이다.
—제359조: 1. 탄화수소는 영토에 존재하고 나타나는 그 어떤 형태든 양도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볼리비아 국민들의 소유다. 국가는 볼리비아 국민의 이름을
대표하여 국가의 모든 탄화수소 생산 소유를 가지며, 탄화수소의 상업화의 유일
한 담당자이다. 천연가스의 상업화를 통해 얻어진 모든 수입은 국가의 소유로 귀
속한다.
2. 명시적 혹은 묵시적이든, 직접적⋅간접적 형태이든, 그 어떤 계약, 조약 및
협정은 이 조항의 제정으로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계약위반 시, 완전한 권리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런 위반행위(조약, 협정
및 승인,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국 반역죄로 여긴다.
—제361조: 1.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는 공적 권리를 갖는 독립 회사로 차
제2편
제3장 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정책 범위에서 YPFB의 운영, 관
리, 경영 및 경제에 대해 자치권을 갖는다. 국가 정부부처의 한 부분으로 정부조
직 산하에 있는 YPFB는 탄화수소의 생산라인 및 상업화 활동을 실현시키는 유
일한 권한을 갖는다.
2. YPFB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이든, 직접적⋅간접적인
그 어떤 형태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364조: 국가를 대표하여 YPFB는 국가 영토의 소유권을 운영 및 실행한다.
—제366조: 탄화수소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법률과 당국
에 명시된 볼리비아 통치권에 따라야 한다. 그 어떤 외국 사법적 경우도 인정되
지 않으며, 국제사회 중재의 경우 및 외교적 항의에 호소 등 예외적 상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369조: 1. 국가는 법에 규정된 그 어떤 지역에서든 지상 및 지하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국가 광산업, 사적 광산업 및 합작 광산
업에 생산되는 활동들은 인정한다.
2. 염호, 염지 및 증발, 유황 등에 존재하는 금속을 제외한 천연자원은 국가를
위한 전략적 특징을 갖는다.
3. 광물 및 금속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책임이며, 광업활동에 대한 양성, 증진
제4장 및 관리 또한 국가에 귀속한다.
4. 국가는 광물 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과 광업권리의 명시, 계약 및
사전인수권을 개발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관리 및 감독을 한다.
—제371조: 1. 계약에 의해 허가된 광물 채굴지역은 계승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다.
2. 광업회사의 국내법은 대부분의 광물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규에 의해 정해
진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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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제351조 1항과 2항은 생산과 관리 및 경영은 정부부처인 탄화수소
에너지부에 귀속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에 독
점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영탄화수소산업사(EBIH)
는 정부부처와 YPFB의 산하로서 산업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제357조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천연자원의 소유주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정부에 집중하고,
천연자원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에 대하여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대한 분배
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중앙집권화된 관리를 강조하였다. 이런 법 규정들은
천연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의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정부와의 계약 및 허가는 불
법으로 규정하며, 생산지로서의 개별 지역에 대한 세금 분배에 대한 혜택으
로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신헌법은 탄화수소 자원에 대해서는 YPFB, 금속ㆍ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COMIBOL 2개 국영회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지배는 국가가 확보하고, 그 행정 절차와 실제적인 투자 및
발전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탄화수소법
1) 개요
볼리비아의 탄화수소법은 오랜 굴곡의 세월을 거쳐왔다. 1990년대 자본화
법을 통해 국영석유회사가 매각되며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었던 탄화수소 부문
은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등장과 함께 재국영화되었다. 정부는 2006
년 5월 1일 최고행정명령 28701을 통해 탄화수소 자원을 국가 소유로 선언
하고, 기존의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180일 안으로 재체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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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볼리비아 정치변동과 탄화수소법 변화 과정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내용
10월 가스전쟁으로 촉발된 자원국유화 요구와 정치적 혼란
Carlos Mesa 대통령의 사임과 가스 관리에 대한 국민투표 진행
7월 국회에서 탄화수소법 N°3058 승인
12월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선출
5월 1일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통제, 즉 탄화수소에 대한 국유화 선언

국유화 명령에 따라 탄화수소 산업에 대한 재계약 및 매각 단행
2월 신헌법 공표
10월 신탄화수소법 제안

정리할 것을 선언했다.
[표 3-6]에서 나타나듯이 2003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 ‘가스전쟁’은 국민
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법 개정과 수익분배 문제를 정치현안 및 최우선 과제
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2명의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들고 새로운 원주민
대통령을 탄생시킨 천연가스 문제는 결국 법 개정과 국유화 선언 및 국영석
유회사의 권리 강화로 마무리되었다.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국영석유회사를 통해서만 탄화수소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탄화수소 직접세 신설을 통해 세금을 강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참여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탄화수소법은 2005년 개정된 3058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신
헌법의 공표와 더불어 탄화수소법의 개정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탄화수소법 3058과 신헌법 및 2006년 탄화수소 국유화
조치에 대한 최고행정명령 28701을 중심으로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소유 및
개발의 범위와 제한 및 과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탄화수소법의 전체 구성
볼리비아 탄화수소법은 총 10편 144조항, 부칙 4항 및 종칙 2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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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탄화수소법 구성 ❚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제9편
제10편

탄화수소법
탄화수소법의 범위 및 국민투표
-제1장 범위(1조)
-제2장 국민투표(2조-8조)
총칙
-제1장 정책과 원칙(9조-15조)
-제2장 탄화수소 소유와 정책 시행(16조-19조)
-제3장 탄화수소 담당 조직(20조-27조)
-제4장 금지 및 무자격(28조-30조)
탄화수소 활동
-제1장 탄화수소 활동과 표면조사(31조-33조)
-제2장 탐사 및 채굴(34조-46조)
특허,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제1장 특허(47조-51조)
-제2장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1절- 로열티, 특별세(52조)
2절- 탄화수소 직접세(53조-57조)
3절- 조세제도(58조-64조)
석유계약
-제1장 총칙(65조-66조)
-제2장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 공통조항(67조-71조)
-제3장 공동생산 계약의 특별조건(72조-76조)
-제4장 운영계약에 대한 특별조건(77조-80조)
-제5장 합작계약의 특별조건(81조-84조)
정제 및 제련물의 상업화와 천연가스 수송 및 분배
-제1장 정제물의 상업화(85조-88조)
-제2장 국내시장 상업화(89조-90조)
-제3장 가스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91조-97조)
-제4장 정제 및 산업화(98조-102조)
-제5장 저장(103조)
-제6장 천연가스의 분배(104조-108조)
-제7장 공공서비스 원칙(109조-113조)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권리
-제1장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권(114조-118조)
-제2장 보상 및 배상(119조-120조)
-제3장 성지 및 자연문화 보존지역의 불가침(121조-127조)
-제4장 지역권(128조)
탄화수소 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
-제1장 탄화수소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129조-131조)
-제2장 신성 지역 및 자연적⋅문화적 가치 광구(132조-137조)
정의(138조)
가스의 사회화
-국내 발전을 위한 가스 추출 서비스 계약(139조-144조)
부칙
종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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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2004년 탄화수소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제정되
었다.
제1편은 탄화수소 국민투표의 결과와 내용 및 그에 따른 법 적용을 나타
내고 있다. 제2편은 탄화수소 정책 및 담당부서와 그 역할을 담고 있으며,
탄화수소 활동의 범위와 탄화수소 활동에 따른 조세제도를 각각 제3편, 제4
편에서 다루고 있다.
제5편은 국가에 탄화수소 소유권을 귀속하고, 그 운영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석유회사 YPFB가 하며, 볼리비아 국토 내에서 탄화수소 자원 개발 시
필요한 계약 내용과 특별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6편은 탄화수소 개발의 전체 개발활동에서 하류부문에 해당하는 정제,
보관, 수송 및 분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7편과 제8편은 탄화수소 자원 개발 시 해당 지역이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의 거주지역일 경우 그들의 권리를 우선시 하며, 신성지역과 자연
적⋅문화적 보존 지역에서의 개발과 활동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9편
은 탄화수소법 조항에서 표현되는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마지막 제10편은 국
내 발전을 위해 가스의 사회화에 대해 밝히고 있다.

3)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 및 석유) 소유권
2005년 신탄화수소법 3058과 2006년 최고행정명령 28701 및 2009년 신
헌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탄화수소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탄화수소와 관련 된
모든 소유권에 대한 역할은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실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신탄화수소법 3058법 제5조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에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에 진출해 있는 12개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 맺고 있던
44개 계약서를 국유화 방침에 맞게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탄화수소법
제16조에 탄화수소의 소유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소멸하지 않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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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의 지배권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6년 취임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최고행정명령 28701을 선포, 제1조 “국가는 이 자원들에 대한 완전한 소유
권, 사용권 및 통제권을 회복한다(El Estado recupera la propiedad, la
posesion y el control total y absoluto de estos recursos).”고 하며 탄화
수소 자원의 소유를 국가에 귀속하고, 국영석유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회수하는 등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2009년 2월 7일에 공표된 신헌법 제
359조에서도 볼리비아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탄화수소의 소유는 절
대적인 국민들의 소유이며, 국가가 모든 탄화수소 생산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다.
민간개발업자(내국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는 국영석유회사 YPFB와 공
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서비스 계약, 합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탄화수소 자
원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활동의 범위와 참여
탄화수소법 제31조에 따라 탄화수소 활동은 탐사, 채굴, 정제 및 산업화,
운송 및 저장, 상업화, 천연가스 배분으로 정의된다.
탄화수소법 제17조에 따라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국영석유회사 YPFB와의
계약 및 합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화수소물을 채굴하기 앞서 이루어지는 탐사에 대하여 탄화수소법 제36
조는 계약자로 하여금 ‘전통 지역(Zona Tradicional)’에 해당하는 광구의 경
우는 7년을, ‘비전통 지역(Zona No Tradicional)’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탄화수소 자원 유전에 대한 개발 계약은 탐사와 채굴 활동에 국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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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탄화수소 생산 분야별 참여 ❚
개발 분야

상업
활동

탄화수소법 Nﾟ3058

탐사

YPFB(국가)

민간기업

생산

YPFB(국가)

민간기업

수송

YPFB(국가)

◎

판매(마케팅)

YPFB(국가)

◎

저장

YPFB(국가)

◎

정제

YPFB(국가)

◎

산업화

YPFB(국가)

◎

분배

YPFB(국가)

◎

유통-도매

YPFB(국가)

◎

가스주유소

YPFB(국가)

민간기업

천연가스 차량

YPFB(국가)

민간기업

석유&가스 서비스

YPFB(국가)

민간기업

◎ : 민간기업 참여 불가

제34조에 따라 전통 지역의 40개의 구역과 비전통 지역의 400개의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역들에 대해서 YPFB와의 합작 혹은 제35조에 따라, YPFB가
선점한 광구를 제외하고는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탄화수소부의 승인으
로 최종 확정된다.

5) 계약방식
탄화수소법 제3조에 의하면, YPFB가 계약의 주체라 하더라도 YPFB는
개별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신헌법 제7조와 제59조 5항에 명시한 규
정에 따라 모든 계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을 통해 계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탐사와 채굴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YPFB가 선점한 광구를 제외하고 국제입찰에 공지된 공토지를 낙찰받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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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진행할 수 있다. 탐사를 통해 상업적 자원 개발을 승인받은 후에는
YPFB에 보고하고 2년 안으로 광구 발전 계획안을 제출하면 탐사광구에 대
한 채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65조는 YPFB와 탐사와 채굴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YPFB와 탄
화수소부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혹은 부분, 직⋅간접적으로 계약
을 양도, 이전 및 승계할 수 없으며,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공기업,
민간기업 등 어떠한 형태이든지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와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생산 활동에 대해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석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67조에 명시된 회사 연혁, 볼리비아 내
지사 설립, 분쟁해결 제도에 대하여 외교적 방법을 통한 모든 이의제기를 포
기할 것 등의 필수사항을 완성한 후 진행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계약에 대한 무효 처분이 가능하다.
공동생산 계약(Contrato de Producción Compartida)과 관련하여 제72조
부터 제76조를 통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72조를 보면, 국영석
유회사 YPFB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탐사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계약권자가 부담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표면조사를 거쳐 천
공작업과 유전 시추작업을 통해 탄화수소물을 생산하면 상업화를 위한 공정
을 거쳐 생산물 품질검사 지점을 통과하여 나온 최종산물에 대한 지분을 배
당받는 것으로 한다.
제73조는 공동생산 계약자가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 생산물에 대한 지분
배분 후 투자상환 비용을 결정하며, 반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운영계약(Contrato de Operación)과 관련하여 제77조부터 제80조를 통해
그 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계약의 경우 제77조는 국영석유회사
YPFB는 투자하지 않고,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자가 자본, 시설, 장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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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술 및 기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지불을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
을 말하며, 투자와 계약에 관련한 위험과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제80조에 따라 운영계약자들의 실행은 국영석유회사
YPFB에 의해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합작계약(Contrato de Asociación)의 경우는, 제81조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한 계약권자가 국영석유회사 YPFB와의 계약변경을 통해 합작계약을 이
룰 수 있다.

6) 세제
탄화수소법 3058에 명시된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따른 세금으로 특허료,
로열티, 탄화수소 직접세(IDH)가 있다.
각 단계를 보면, 세법 843에 따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본 과세
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탄화수소법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세법과 특별조세는 부과되며, 자원개발 각 분야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비율
은 차이가 있다.
특허료는 볼리비아 국가 조세법 873에 따른 법인세와 국세의 개념은 아니
지만, 지하자원을 개발할 때 지표 표면에 대한 손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 표 3-9. 탄화수소 조세 비율 ❚
조세

부과율

조항

로열티

18%

제52조

탄화수소 직접세(IDH)

특허료

32%

제55조

1단계

4,93 BS/h

2단계

9,86 BS/h

3단계

19,71 BS/h

4단계

제50조

39,42 BS/h

법인세

25%

N°843

부가가치세

13%

N°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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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으로 계약자에게 부과된다. 명시된 활동들에 대한 세금과는 계약 등록
시작일로부터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별도세로 탄화수소법 제47조에 정의되어
있다.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자는 제48조에 따라 특허료에 대한 통
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국영석유회사 YPFB에 지불해야 한다.
탄화수소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계약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와
특별세 및 탄화수소 직접세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탄화수소 생산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52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통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로열티와 특별세는 각각 생산물의 산지에 해당하는
도에 지불하는 11%의 로열티, 베니(Beni) 주와 판도(Pando) 주를 위한 로
열티 1%, 재무부에 대한 6%의 특별세의 비율로 부과된다.
2005년 신탄화수소법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탄화수소 직접세(IDH)는 탄
화수소물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볼리비아의 국
토 내의 탄화수소물을 생산하는 개인, 법인, 공기업, 사기업에게 부과하며,
유정에서 탄화수소물을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총산물의 32% 비율
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총 산물 가격 결정은 제5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나온 최종산물
이 국내시장에 판매될 경우와 수출의 경우 가격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세총액은 상품의 양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다. 또한 탄화수
소 직접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제될 수 없다.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25%와 부가
가치세 13%는 조세법 843에 따라 부과된다.
단 탄화수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플랜트에 필요한 장비, 상품, 부품에
대하여 플랜트 설치가 완성될 때까지 탄화수소법 제6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와 관세는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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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리 소멸 및 무효와 규제
법령 1600의 내용과 탄화수소법 제24조에 따라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감
시와 조정 담당 규제청으로서 탄화수소 감독관 SIRESE(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del Sistema de Regulación Sectorial)를 설치하여 탄화
수소의 수송, 정제, 상업 활동 및 천연가스 분배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탄
화수소 활동을 실현하는 개인 및 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를 가할 수 있다.
규제청은 제110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자원개발 권한의
목적 변경 및 의무 불이행의 경우, 불이행에 따른 경고 통지 후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전허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을 보일
경우나 환경피해 및 법적 파산을 선언할 경우 계약을 해지 및 소멸된다.

8) 분쟁해결
YPFB와 분쟁이 생길 경우 신헌법 제366조와 탄화수소법 제69조에 따라
볼리비아 국내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국제법 및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는 해
결할 수 없다. 특히 볼리비아는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
퇴하여, 투자분쟁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이 아닌 국내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2009년 신헌법 공표와 함께 기존에 맺고 있었던 모든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선포했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0년 기간의 BIT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06년 협정 종료와 함께 볼리비아 측에
협장연장을 요구하였으나, 볼리비아가 ICSID에서 탈퇴하고 2009년 모든
BIT 협정을 종료할 것을 선언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국제적⋅외교적 법적 효
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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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적인 해결 과정은 불가능하며, 탄화수소법
제67조에 따라 외교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는 포기되며, 볼리비아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투자법에 따라 분쟁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9) 투자증진
볼리비아는 투자증진을 위해 탄화수소법 제61조와 제62조를 통해 계약된
투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증진하도록 하며, 국
내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투자 특혜를 제공한다.
탄화수소법 내의 분쟁해결과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간략한 법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및 그 과정 절차는 상법과 투자법을 참고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10) 제외구역 조항
신성지역과 농민, 원주민, 토착민들의 거주구역에 대한 개발은 우선적으로
제외하나, 국가의 특별한 계획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공동체, 원주민 부족 및 묘지, 도로, 공항, 공공시설
및 사적 건설물들이 생존과 관련될 경우는 광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발
을 위한 국가 몰수가 불가능하다.

11) 탄화수소 자원지에 대한 농민, 원주민, 토착민의 권리
탄화수소법 제114조에서 제118조를 통해 탄화수소 개발지역이 농민, 원주
민 및 토착민 거주지역에 분포될 경우 해당자들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그들
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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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면책 범위를 설정한 제119조와 제120조를 통해 자원의 생산과 이용
이 해당 지역의 농민, 원주민, 토착민 및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12) 환경규제
탄화수소법 제134조와 제135조는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있어 발생하는 환
경피해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을 사용할 것과 예방을 우선시하고,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환경피해 완화 및 복구 방법을 진행하며 환
경감시 당국을 통해 국가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개발 활동 중에 관련 기업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해 환경피해를 발생시
킬 경우 긴급 복구작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표 3-10. 탄화수소법 요약 ❚

계약
형태

기본계약 형태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

탐사, 채굴, 생산 계약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

정제 계약

운영계약

수송 계약

운영계약

상업, 산업 계약

운영계약

개발권의 존속기간
광구 반납
상업적 생산 판단
외국인 노동자 비율
내수판매 의무
유가 산정
회계와 감독
분쟁해결 수단
천연가스 개발과 환경

최대 40년
계약 종료 시 즉각 반납
품질검사(Punto de Fiscalizacion)에서 광업감독부가 시행
15% 초과 불가, 볼리비아 노동법 적용

내수시장의 필요가 충족된 후 수출 가능
품질검사(Punto de Fiscalizacion) 지점에서 국내 판매가 산정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 산정
국립탄화수소청(ANH), 탄화수소감독청(SH)
볼리비아 국내법, BIT 계약 시 국제법 가능, 그 외 방법 불가
환경피해 조사 후 복구에 대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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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있어 그 소유와 개발 범위, 조세 적용
및 투자와 환경에 대한 법제 구성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영석유기업의 권
한이 매우 높다. [표 3-10]은 탄화수소법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볼리비아
탄화수소 자원 개발 시 다음의 사항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광업법
1) 개요
지난 2009년 2월 7일 공포된 신헌법에 따라 천연자원으로 정의되는 모든
형태의 광물, 탄화수소, 물, 공기, 토양 등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한 전략적
공공이익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난 시기 볼리비아 경제성장에 큰 역
할을 담당했던 광물자원에 대하여 광업권 및 조세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강
화시켰다.
신헌법에 따라 광물자원은 국민 주권의 개념이며, 국가는 광물자원에 관하
여 광업ㆍ치금 정책을 정하고, 광업을 진행, 촉진, 관리하는 책임과 광업 전
체 생산 프로세스, 광업권자의 활동, 광업 계약 및 기득 광업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등 그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헌법의 범
위를 넘어서, 광업권과 광업 발전에 따른 일련의 모든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1997년에 제정된 광업법(1777)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광업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규에 의해 정해진다.
2007년 11월 24일 법령 3787을 통해 광물에 대한 새로운 세금과 세율을
개정하였으나, 신헌법과의 차이 및 기존 광업법의 불완전한 적용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새로운 광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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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전체 구성
1997년 제정된 볼리비아 광업법은 총 2권으로 제1권 8편과 제2권의 5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의 제1편은 광물의 소유와 광업권의 주체에 대해,
제2편에서는 광업행위의 구분과 관련 활동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광업
행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제3편과, 광업
권을 갖는 각각의 광업권자 사이의 관계를 제4편에 명시하였다. 제5편은 광
업권의 소멸 사유 및 포기 혹은 조기소멸의 경우와 무효의 원칙을 두어 적
용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제6편은 광업권을 획득하게 되는 광업 계약에 대한
총칙과 관련 조건을 다루고 있다.
제7편은 특별히 광업활동 관련 환경 문제와 국영광업회사의 역할을 다루
고 있으며, 제8편에는 조세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8편의 경우 지난 2007년
새 시행령에 의거, 로열티와 세율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광업법과
2007년 변경된 제8편의 조세제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 표 3-11. 광업법 구성 ❚
광업법(제1권)
광물의 소유, 광업권 및 광업권의 주체
제1편

-제1장 소유 및 광업권 총칙(제1조-제15조)
-제2장 광업권의 주체(제16조-제23조)

광업행위
제2편

-제1장 광업행위의 구분(제24조-제25조)
-제2장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제26조)
-제3장 광물 및 금속의 선광, 련, 정련 및 판매(제27조-제30조)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권리(제31조-제39조)

제3편

-제2장 이의신청(제40조-제41조)
-제3장 행정적 광업 비호(제42조)
-제4장 의무(제43조-제47조)
-제5장 광업 특허료(제48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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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계속 ❚
광업법(제1권)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광업권자 사이의 관계
-제1장 광업권자와 타 광업권자의 관계와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제53조-제55조)
-제2장 지역권(地役權)(제56조-제58조)
-제3장 수용(제59조-제61조)
광업권의 소멸
-제1장 소멸 사유(제62조)
-제2장 포기(제63조-제64조)
-제3장 조기소멸(제65조)
-제4장 무효(제66조-제67조)
광업 계약
-제1장 총칙(제68조-제69조)
-제2장 이전, 임대, 선택 사항(제70조-제71조)
-제3장 융자 및 근저당(제72조-제75조)
-제4장 합작계약(제76조-제83조)
특별 처분
-제1장 환경(제84조-제90조)
-제2장 국영광업회사(COMIBOL)(제91조-제95조)
추가 광업세
-제1장 광업 로열티(제96조-제102조)
광업법(제2권)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광업사건에 관한 관할권
-제1장 총칙(제103조-제106조)
-제2장 광산감독국장(제107조-제113조)
-제3장 광산감독관(제114조-제121조)
-제4장 광산기술서비스(제122조)
-제5장 광업관보(제123조-제125조)
광업 절차
-제1장 광업권 취득 절차(제126조-제135조)
-제2장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합병 절차(제136조-제137조)
방어 및 광업권 소멸 절차
-제1장 이의신청 절차(제138조-제141조)
-제2장 행정상의 광업피난처에 관한 절차(제142조-제143조)
-제3장 조정 절차(제144조-제145조)
-제4장 수용 절차 및 지역권 설정(제146조-제150조)
-제5장 포기 절차(제151조-제154조)
-제6장 소멸 절차(제155조)
-제7장 무효 절차(제156조-제158조)
행정적 구제
-제1장 취소 구제(제159조-제160조)
-제2장 계통을 통한 구제(제161조-제164조)
부칙 및 종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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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의 경우 광업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과 관련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즉 광업활동을 관할하는 광산감독관의 역할과 광업권 취득 절차, 이의신
청 절차, 조정 절차 및 수용 절차 등 절차적인 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다.
볼리비아의 광업법은 총 164조, 부칙과 종칙은 합쳐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3) 광업권의 소유와 범위
1997년에 제정된 광업법 1777 제1조를 통해 볼리비아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금속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소유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소유는 자연인, 법인 및 사기업, 공기업, 볼리비아인,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업권을 획득하여 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조에 규정하여 소유와 광업권을 구별하였다. 이는 2009년 개정
공표된 신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업권(광구개발권)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체 생산 프로세스에서 광업권을 부여하고 자연인 혹은
법인과의 광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광업계약에 의해 허가된 광물채굴 구역은 제3자에 양도 불가능하며,
담보권이나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헌법의 변경
사항 8항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결국 광업권에 대한 국가
의 관리 및 감시가 강화되었다.
볼리비아는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광물을 채
굴할 수 없도록 하는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광업법 제4조에서
볼리비아는 광물에 대한 권한을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토지 소유권
과 별개로 광물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광업권자에게 두도록 하고 있다.
광업권은 광업법에 따라 광산기술서비스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관
할 지역의 광산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신청을 접수한다(제128조). 접수된 신청
서는 광업권 등록부에 기재되고, 광산감독사무소 관리자의 책임하에 광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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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서비스의 조사가 이루어진다(제128조, 제130조). 광산감독관이 국가를 대
리하여 광업권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 후 광업권을 승인하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제134조). 이때 광업권의 스퀘어 면적은 2,500스퀘어를 초과
할 수 없다(제6조).
볼리비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국내
외 기업 등에 대하여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광
업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지역을 두고 있다(제17조).
또한 시내, 인구중심지역, 묘지 및 공공 또는 개인 건설공사장, 도로교통 항
만 시설인근 100m 이내 및 역사적⋅고고학적 유적과 군 시설 인근으로부터
1,000m 이내는 조광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광업활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제43조).
볼리비아는 광업행위를 제25조를 통해 예비탐사 및 탐사, 선광, 제련 및
정련, 광물 및 금속의 판매로 구분하고 있다. 광업행위에 대하여 신청, 범위
및 권리를 법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광업권의 획득을 통해 모든 광업행위
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4) 광업활동에 대한 세금과 기준
볼리비아 광업활동에 대한 과세의 종류는 크게 광업 특허료(광구세), 법인
세, 로열티, 추가법인세, 부가세로 나눌 수 있다. 1991년 광산법이 제정될 당
시에는 특허료(광구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6년 1월 취임
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2007년 새로운 3787법을 통해 금속 및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 및 추가 법인세를 신설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광물 자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징수된 세금을 통해 사회개발 활동을 진행하
고자 하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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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구세(특허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퀘어로 구성된 광업권의 소유자가 매년(1~12월)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로서 광업권이 등록된 연월 경과에 따라 다른 계산 방
식이 적용되어 추징된다. 광업법 제50조에 따르면 경과연수가 1년에서 5년
이면 125Bs/년, 경과연수가 6년 이상이면 250Bs/년으로 계산되어 부과된다.
1998년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기관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공식
환율 변동과 미국 달러의 인플레이션 비율의 50%에 해당하는 보정요소를
더한 값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특허료의 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갱신한다. 특
이사항으로 광구세는 그 성격상 세가 아니라 대가의 형식이므로, 볼리비아
세제에서 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②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Impuesto al Utilidades de las Empresas)는 세법 843에 따
라 세의 한 종류로서 볼리비아 영토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적⋅사적⋅
사회적 기업, 1인기업 등의 모든 법인은 소득을 계수하여 매년 관련 비율로
서 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광업활동 기업에 대하여 국제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CO)에 따라 기업
순이익의 37.5% 또는 25.7%를 법인세로 부과한다. 공시가격이 [표 3-12]의
단위당 기준 가격을 상회할 경우 37.5%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
하일 경우 25.7%를 적용한다. 광업법 제101조에 따라 법인소득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세는 [표 3-12]의 10개의 광물에 대하여 기준 시세를 상회할
경우는 37.5%를, 그 이하일 경우는 25.7%를 적용하는 것이다.
[표 3-12]에 나와 있지 않은 금속 또는 광물에 대하여는 행정부가 지불조
건을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는 2007년 개정된 광업법의 내용에 따라 지불
의 의무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광업 로열티와 함께 주의해야 할 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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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법인소득세 적용 기준 ❚
광물

기준 시세

금

400달러/온스(onza troy)

은

5.55달러/온스

아연

0.53달러/파운드(libra fina)

납

0.30달러/파운드

주석

2.90달러/파운드

안티몬

2,802달러/메트릭톤(tonelada metrica)

텅스텐

80달러/Unidad larga fina

구리

1.04달러/파운드

비스무트

3.50달러/파운드

철(슬래브)

340달러/메트릭톤

③ 광업 로열티
광업 로열티(RM: Regalia Minera)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4일 법령
제3787호로 제정되어, 세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 채굴에 대한
보상의 형식으로 적용되어 징수되는 특별세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광업 로열티(RM)는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되며, 매출액은 [정광 혹은 금속
중량×공식가격]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식가격은 런던금속
거래소(LME) 혹은 기타 국제금속시장이나 국제적으로 인지된 금속가격에
대한 출판물 등으로 표시되는 매일의 최저 거래가격으로 광물의 공시가격
(CO)을 정하고, 그 가격을 토대로 15일마다 정부가 산출하는 평균값을 적용
하여 당해연도 광물 판매총액에 배수하여 로열티를 징수한다.
광업법 제98조는 금속 및 광물 자원에 대한 광업 로열티의 적용률을 15
개의 광종(금, 유황광물, 은, 아연, 납, 주석, 안티몬, 텅스텐, 구리, 비스무
트, 철, 붕소, 보석류, 인듐 및 레늄, 석회암)에 대하여 고정 세율을 적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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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15 광종에 대한 로열티 ❚

1

2

3

4

5

6

7

8

9

자연상태의
금
(Onza
Troy)
유황광물
(Onza
Troy)

은
(Onza
Troy)

아연
(Libra
Fina)

납
(Libra
Fina)

주석
(Libra
Fina)

안티몬
(TMF)

텅스텐
(ULF)

구리
(Libra
Fina)

공시가격(US$)

적용률(%)

700 이상

7

400 ~ 700

0.01(CO)

400 이하

4

공시가격(US$)

적용률(%)

700 이상

7

400 ~ 700

0.01(CO)

400 이하

4

공시가격(US$)

적용률(%)

8 이상

6

4 ~ 8

0.75(CO)

4 이하

3

공시가격(US$)

적용률(%)

0.94 이상

5

0.475 ~ 0.94

8.43(CO) - 3

0.475 이하

1

공시가격(US$)

적용률(%)

0.60 이상

5

0.30 ~ 0.60

13.4(CO) - 3

0.30 이하

1

공시가격(US$)

적용률(%)

5 이상

5

2.50 ~ 5

1.6(CO) - 3

2.50 이하

1

공시가격(US$)

적용률(%)

3800 이상

5

1500 ~ 3800

0.00174(CO) - 1.6087

1500 이하

1

공시가격(US$)

적용률(%)

240 이상

5

80 ~ 240

0.025(CO) - 1

80 이하

1

공시가격(US$)

적용률(%)

2 이상

5

0.70 ~ 2

3.0769(CO) - 1.1538

0.70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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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계속 ❚

10

11

12

13

14

15

비스무트
(Libra
Fina)

철

붕소5)

보석류

인듐 및
레늄6)

석회암

공시가격(US$)

적용률(%)

10 이상

5

3.50 ~ 10

0.6154 (CO) - 1.1538

3.50 이하

1

변태등급

적용률(%)

Concentrados y lumps

4

Pellets

3

스폰지철

2

변태등급

적용률(%)

가공하지 않은 울렉사이트

5

연소시킨 울렉사이트

3 ~ 5

평균 분석값의 붕소 광물

3

원석의 종류

적용률(%)

준보석

4

보석용 원석과 금속

5

금속

적용률(%)

인듐

5

레늄

5

제품

적용률(%)

석회암

3.5

15개의 광종을 제외한 기타 금속 및 광물에 대하여는 제98조에 따라 총
판매수익에 대하여 2.5%로 정한다.
법인세와 광업 로열티의 적용에 대하여 광업법 제101조에 따라 [표 3-13]
으로 작성된 금속 및 광물의 기준 시세와 같거나 혹은 높을 경우에는 법인소
득세와 광업 로열티를 모두 지불해야 하고, 이 표보다 낮을 경우에는 법인소득

5) 단 평균 분석값 붕소 광물의 적용률은 행정부가 승인한 규칙에 따른다.
6) 인듐 및 레늄의 경우는 국가의 광물 및 금속의 상업화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SENARECOM)
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형태 및 상황에 따라 광업 로열티
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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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혹은 광업 로열티 중 하나만 부과하되 금액이 높은 쪽으로 과세한다.

④ 추가법인세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 채굴 활동에 대해 제102조를 통해 12.5%의 추가법
인세(Alicuota Adicional al Impuesto d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가 부과된다. 단 국내 협동조합 광산의 경우 사회적 성격의 생산 단체이기
때문에 추가법인세는 면제된다. 또한 모든 경우에 추가법인세가 저촉되는 것
이 아니라, [표 3-13]의 금속 및 광물에 대한 세율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 법
인소득세에 대한 추가세금으로 부과되며, 이 표의 세율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법인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법인세의 60%는 금속 및 광물 생산 기
업의 혜택으로 반환된다.

⑤ 부가세
기업이 제품가격 상승에 의해 얻는 특별이익에 대해 추가로 25%의 세를
부과한다. 탄화수소 채굴에 따른 업계에도 적용되는 이 부가세는 2007년 8
월 법률 3470을 통해 면제되고 있지만, 광업 업계에 대한 대응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 표 3-14. 광업법 조세 비율 ❚
조세

부과율

조항

경과연수
광구세(특허료)

1~5년

125 B/s

6년~

250 B/s

제50조

법인소득세

25.7~37.5%

N°843

광업 로열티

15 광종에 대해 부과(표 3-13 참고)

제98조

추가법인세

12.5%

제102조

부가세7)

25%

N°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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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권의 소멸 및 무효
볼리비아 광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연간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만 광업권이 소멸된다.

6) 광업권자의 의무와 권리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광업권자와 기타인은 제43조에 따라 발효 중인 모든
산업위생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
은 또한 그들의 광업활동이 제3자의 광구에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광구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토지의 견고함과 지상의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44조에 명시 된 시내, 인구밀집지, 묘지, 공공시설 및 역사적 고고
학적 유적지, 교통통신 시설 100m 이내로는 채굴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제45조에 따라 광업권자 및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환경보존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와 인근 광업권자 및 이
웃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그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를 회복시키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광업활동에 의무를 다하는 광업권자들에게 광업법 제42조는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광업행위에 대하여 광구 또는 그 시설이 침입을 받거나 방해를 받
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광업권자 또는 판결상의 법적 광업권 소유자, 법적
자격 또는 법적 소유를 보호함을 명시하였다.

7) 광업 투자환경 개선
볼리비아의 광업법과 신헌법에서는 광업 프로모션을 위한 조항을 따로 두

7) 2007년 개정법 3470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향후 신광업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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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다만 1990년 9월 17일에 제정 된 투자법 1182을 통해 투자
환경과 투자자들의 의무 및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1) 투자법
볼리비아는 1990년 투자법 1182를 제정하여 외국인들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국내인과 차별 없이 외국의 투자에 대해 개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0%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투자에 관한 허가 및 승인 절차에
대해 특별하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한 대우는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동일한
세법 적용 및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수출입 활동 보장, 외환 환전 보장 및 외
국 투자가의 볼리비아 내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투자법은 국내ㆍ외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명시하여 그
세부적 투자 상황은 탄화수소 및 광물자원 관련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따라

❚ 표 3-15. 투자법 ❚
1장

—제2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속한 회사 및 단체는 법적 제약 없이 국
내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및 보장을 받는다.

2장

—제4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제약 없
이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제5조: 자본의 유입 및 반출과 기술이전이나 기타 상업활동에 의한 배당금, 수익,
로열티 등의 해외 송금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환율체제를 보장한다.
—제7조: 투자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투자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가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장치들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제10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볼리비아 헌법과 국
제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4장

—제15조: 정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사인 또는 사법인이 체결한 국내 또는 국외의 신
용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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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탄화수소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YPFB를 통한 용역 계약, 서비스 계약 등
의 제한적 투자 계약을 진행한다. 금속 및 광물 자원의 경우는 광업법에 명
시된 투자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증발 자원(리튬, 마그네슘, 붕소 등)의 경
우는 또 다른 법제를 통해 자원개발의 범위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2) 환경법
볼리비아의 환경법은 1992년 제정되고 2000년 개정되었다. 볼리비아의
환경법은 환경보호의 목적 및 토지, 공기, 물, 동물군, 식물군, 천연자원 등
의 보호와 인간생활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자원개발은 지상과 지하 및 그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
에 탄화수소법과 광업법 내에는 환경규제가 포함된다. 다만, 환경법 범위 내
에서도 자원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환경법 1333의 제3편에서 ‘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및 천연자원을 보전, 보호, 개선, 복구하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다.
제4편 ‘일반적인 천연자원’의 제10장 ‘비재생 천연자원’에서 광물 및 금속
자원과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환경법의 적용 범위를 나타내었다. 제68조는
광물 및 금속 자원의 소유에 대해, 제69조에서는 비재생성 천연자원의 구성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11장은 광물자원에 대해 논하며, 제70조에서 광물자원 개발의 목적을,
제71조는 광물 채굴 이후 환경복구에 대해 나타낸다.
제12장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73조를 통해 나타난
탄화수소 자원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계획에 대한 준비를 주장한다.
볼리비아 환경법 내에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규제 및 환경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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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탄화수소법과 광업법 내
에 명시된 환경규제 조항을 숙지해야 한다.

❚ 표 3-16. 환경법 ❚

제10장

제4편

—제68조: 모든 비재생성 자원은 지하나 지표에 존재하는 광상의 출처나 형
태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국가소유이다.
—제69조: 비재생성 천연자원은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 탄화수소물이다.

—제70조: 광물자원의 채광은 원자재의 통합적 활용, 폐기물질 처리, 광미,
복구 작업, 벌채에 대한 시행령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광상의 국가적 이
용을 고려하며 개발해야 한다.
제11장
—제71조: 광물 추출작업 시,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에 부식 방지 및 관리,
토지의 안정화, 수질, 해류 및 온천수 보호를 위해 활용지역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73조: 에너지 자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에너
지 자원은 환경보전 시행령하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YPFB 및 다
른 회사가 실행하는 석유 기반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오염, 산림벌채, 부
제12장
식, 침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적 방책 및 야생 동식물군, 천연 자
원환경 및 보호지역의 보호를 집중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석유 방류 및 기
타 오염생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발사고 예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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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 표 4-1 에콰도르 일반사항 ❚
구분
위치

일반

정치

내용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

면적

277천 ㎢ (한반도의 1.3배)

기후

열대(해안, 동부) / 온대(중부산맥)

인구

14.3백만 명(2010)

수도

Quito(1.8백만 명)

민족

메스티조(65%), 인디언(25%), 스페인계 및 기타(7%), 흑인(3%)

언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종교

가톨릭(95%)

독립일

1822.5.24(스페인)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Rafael Correa Delgado

의회

단원제(124석)

주요 정당

민족행동제도재건당(PRIAN), 애국사회당(PSP), 기독사회당(PSC)

국제기구 가입

UN, IMF, WTO, IDB, IBRD, OAS, IFC, ANCOM, IDA 등

15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표 4-1 계속 ❚
구분

경제

사회

내용

화폐단위

US Dollar(US$)

회계연도

1.1~12.31.

산업구조

서비스업 57.5%, 제조업 35.9%, 농업 6.4%(2010)

주요 수출품

석유, 바나나, 새우, 카카오, 커피(2010)

주요 수입품

원자재, 원료 및 윤할제, 소비재(2010)

주요 부존자원

석유, 해산물, 원목

경제적 강점

석유, 금, 은 및 광물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기술인력 부족,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

평균수명

75세(2009)

절대빈곤계층비율

36.0%(2009)

1인당 GNI

3,970달러(2009)

인터넷 사용자 수
(백명당)

15명(200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 표 4-2 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 ❚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

14.3백만 명(277천 ㎢ ) (2010)

억 달러

520

1인당 GDP

달러

3,570

경제성장률

%

0.4

재정수지/GDP

%

-5.5

소비자물가상승률

%

4.4

환율(달러당, 연중)

US$

1.0

경상수지

백만 달러

-180

상품수지

백만 달러

144

수출

〃

14,412

수입

〃

14,268

서비스수지

〃

-1,371

자본수지

〃

-1,843

구분
인구(면적)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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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
구분

단위

주요 경제 현황(2009년 기준)

외환보유액

〃

2,873

총외채 잔액

〃

13,424

단기외채

〃

2,230

총외채 잔액/GDP

%

25.8

외채상환액/총수출

%

20.9

주요 기관 국가신용등급(2011)
한국수출입은행

E

OECD

7

S & P

B-

Moody’s
Fitch

Caa2
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1) 천연가스
에콰도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11년 1월 기준 2,820억 입방피트로, 중
남미 국가 가운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멕
시코에 이어 6위를 기록한다. 2009년 에콰도르는 총 490억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를 생산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석유생산에 따른 수반가스 형태이다.
한편 과야킬(Guayaquil) 만에 생산되는 비수반가스는 3,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며, 3광구에 약 40만 헥타르에 천연가스가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현재 미국 Energy Development Corp.가 확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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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에콰도르 천연가스 매장지역 ❚

콜롬비아
태평양

Guayaquil만

페루

자료: 에콰도르 에너지자원 보고서(2008).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에 따르면, 남미 국가들 가운데 에콰도르는 베네수엘
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소각하나, 천연가스의 내수시장 인프
라 부족으로 인해 국내 소비의 30%만을 자체 생산할 뿐, 나머지 부족한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국이다.
2010년 11월 25일 미국의 Noble Energy는 아미스타드(Amistad) 광구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제관련 모든 권리와 시설물을 에콰도르에 이양하여 9,700
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가 아미스타드 광구
의 생산과 관리를 하고 있다.

2) 원유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남미에서 3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BP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09년 65억 배럴 규모의 원유 매장
량을 보유하여 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1,723억 배럴), 브라질(129억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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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 원유 생산량은 495,000b/d로 베네수엘라
(2,437,000b/d), 브라질(2,029,000b/d), 콜롬비아(685,000b/d), 아르헨티나
(676,000b/d)에 이어 5위를 기록하며 중남미대륙의 또 다른 자원부국으로

❚ 그림 4-2. 에콰도르 원유 정유소와 송유관 ❚

자료: 에콰도르 에너지자원 보고서(2008).

❚ 표 4-3. 원유 확인매장량, 생산량 및 소비량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치

원유 확인매장량
전년대비증감
10억 배럴
(%)
4.5
-8.2
4.0
-11.1
6.5
62.5
6.5
0
6.0~6.5

-7.7 ~0

원유 생산량
전년대비증감
b/d
(%)
545,000
0.7
520,000
-4.6
514,000
-1.2
495,000
-3.7
466,000
-3~-6.2
~480,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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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소비량
전년대비증감
b/d
(%)
182,000
8.3
196,000
7.7
207,000
5.6
216,000
4.3
225,000
4.2~5.1
~227,000

떠오르고 있다. 에콰도르는 2010년 총 212,000b/d의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
였고, 주요 수출국으로 칠레, 페루, 중국이 있다.
에콰도르는 아마존 정글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SOTE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 송유관과 OCP(Oleoducto de
Crudos Pesados) 송유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송유관의 총 운송용량은
70만 b/d에 달한다. 또한 에콰도르는 총 정재용량 175,000b/d에 달하는 3개
의 주요 정유시설 및 소규모 정유시설인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를 보유
하고 있다. 현재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와 베네수엘라의 PDVSA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30만 b/d 규모의 신규 정유시설 파시피코(Pacifico) 건
설을 추진 중에 있다.

❚ 표 4-4. 주요 정유시설 ❚
지역

정제용량(b/d)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110,000

라 리베르타드(la Libertad)

45,000

아마소나스(Amazonas)

20,000

합계

175,000

자료: EP PETROECUADOR(2011).

3) 광물자원
에콰도르는 광물자원 중에서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
석, 고령토, 화산회토, 정석, 규석, 경석 인산염 등 비금속자원을 생산한다.
이중 수출되는 금속자원은 금(2004년 생산량 4,800kg)이며, 비금속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및 화산회토이다. 그 외
자원은 미미하나, 현재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구리광맥을 발굴, 탐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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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주요 광물 생산량 ❚
광물(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속물질
금(kg)

5,338

5,168

3,186

800

-

은(kg)

283

159

449

112

-

철(kg)

84,000

85,000

87,000

85,000

85,000

비금속물질
석회석(천 톤)

4,855

5,457

5,374

-

-

고령토(천 톤)

25,078

11,504

18,618

15,000

15,000

자료: 미국지질조사(2011).

광물자원 중 금의 주요 산지는 남부 지역이다. 특히 사루마- 포르토벨로
지역이 최대 생산지이며, 두 번째로 높은 생산량을 보이는 지역은 퐁세 엔리
케 지역이다. 코르디제라 레알(La Cordillera Real)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 표 4-6. 주요 광산지역 ❚

Portobello

Nambija

Bella Rica

Junin

—El Oro 주에 소재
—타광물이 섞인 금맥
—해발 600~1,600m 높이에 위치, 면적은 약 4,000헥타르
—현재 약 500여 개의 소규모 광산 운영 중
—수정, 황철광 및 황동광이 풍부
—에콰도르 동남부에 위치
—Samora 시에서 약 25km, Loja에서는 120km 거리
—해발 2,000~2,500 높이에 위치, 면적은 약 800헥타르
—금을 채굴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
—1982년 금광 발견 지역
—Azuay 주의 퐁세 엔리케스에 위치
—1993년 Cooperative de produccion aurifera minera bella rica 형성
—Guanache Tres de Mayo 지역을 포함하여 약 1,000헥타르 지역이 광산지역
—Imbabura 주에 위치하며 수도인 Quito에서 북쪽으로 약 50km 거리
—해발 1,800~2,700 높이에 위치
—동과 몰리브덴 매장

자료: 중남미 에너지자원 보고서, ｢에콰도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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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정책
1) 탄화수소 자원정책
에콰도르 정부 자원정책의 핵심은 기존 광구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 광구
의 개발 등을 통한 원유증산으로 이를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기준 원유생산
량(일일 54만 배럴)에 크게 모자라는 정유시설(일일 17만 5천 배럴)의 확충
과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관련 해외기술 및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의 경우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 점증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06년 5월 15일 OXY(Occidental Petroleo)와의 계약
취소 및 2006년, 2007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친 탄화수소법 개정으로 구
체화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결렬되었다.
동시에 에콰도르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칠레, 베네수엘
라, 브라질 등과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EU,
말레시아 등과 FTA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2) 광물 자원정책
에콰도르의 정부는 탄화수소 자원과 마찬가지로 금, 은, 동, 금속광물 자
원의 탐사 및 채굴에 대한 국가통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이는 한정된 비재생
천연자원 개발에 따른 혜택이 국가와 국민에 보다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있
도록 한 라파엘 코레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일환이다.
개정된 광업법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가 직접 에콰도르 광업공사
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콰도르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광물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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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콰도르 정부가 앞으로 광물 단위구역 면적이 150헥
타르이거나 일일 광물생산량이 150톤을 초과하는 광물광업권은 전면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광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
실상 어려워질 것이며, 따라서 에콰도르 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8)
❚ 그림 4-3. 비재생천연자원부 조직도 ❚

비재생천연자원부

탄화수소국

탄화수소차관부
Plan de
Soberanía
석유개발
분과청

석유가스개발
분과청
석유천연가스
계약 분과청

탄화수소
불법거래
수사과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송과

탄화수소 유전관리과

광산차관부

광산개발 분과청

광산계약 분과청

(1, 2) 북부지역
광산분과청
(3) 북부지역
광산분과청

(4, 5) 해안지역
광산분과청

(6) 중남부지역
광산분과청

(7) 남부지역
광산분과청

에콰도르 광업소공사

국립지질광산
야금연구소

비재생산천연자원부 하위기관 및 공공기업
탄화수소감독실

에콰도르탄화수소공사

석유연구소

광산감독실
ARCOM

자료: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2011).

8) 에콰도르의 행정조직 체계는 부(Ministerio), 차관부(viceministerio), 청(Secretaria), 분과청(Subsecretar),
실(Agencia), 국(Direccion), 과(Unidad)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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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개정헌법은 탄화수소 및 광물 자원을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하
고, 비재생 천연자원에 대한 계획, 집행 및 관리 권한을 갖는 비재생천연자
원부를 창설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가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저장,
운송 및 시장출하 등 전 단계의 활동을 직접 관장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장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Wilson Pástor Morris
http://www.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 그림 4-4. 탄화수소 담당부서 조직도 ❚
비재생천연자원부

탄화수소 차관부

탄화수소국

석유개발
분과청

탄화수소불법거래
수사과

천연가스개발
분과청

탄화수소운송과

석유천연가계약
분과청

탄화수소관리과

중앙/지방
탄화수소감독실

에콰도르
석유공사

석유연구소

자료: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2011).

1) 탄화수소 차관부
탄화수소차관부(Viceministerio de Hidrocarburos)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및 탄화수소 자원의 무역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기
본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계약들을 관리할 뿐 아니라 탄화수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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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마케팅 분야의 정책을 구현한다. 특히 탄화수소 정책을 적용⋅관리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탄화수소에서 추출한 액체연료의 불
법거래의 제제 및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관리하고 제어
한다.
이 기관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입찰 및 계약을 관리하며, 국내 혹은 국제
기관과의 업무에서 탄화수소 자원 관련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석유와 천연
가스관련 활동의 승인을 관장하며, 이는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진
행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 주권에 대한 관리 및 석유, 천연가스 파생
상품에 대해 분야별 연구를 진행한다.
탄화수소 차관부(Viceministerio de Hidrocarburos)
홈페이지
E-mail

주소
연락처

http://www.mrnnr.gob.ec/
Paquita_Demora@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2) 석유개발 분과청
석유개발 분과청(Subsecretaría Nacional de Desarrollo Petrolero)은 탄
화수소 차관부 산하기관으로서, 석유부문 정책과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석유부문 정책의 가이드라인 설정
▸ 석유부문 정책 추진과 이행 평가
▸ 공공사업 경영 서비스 평가모델 결정
▸ 석유부문의 과학기술혁신의 유효성 검사
▸ 석유부문의 기술지원 구비조건 설정
▸ 석유부문의 전략적 프로젝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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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수소 기술지원 및 협력시기 결정
▸ 기술지원 및 협력 계약체결 협상조건 규정
▸ 계약이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석유부문 관련 국제기구에 제출할 비재생천연자원부의 보고서 작성
▸ 석유전략 프로젝트의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석유개발 분과청(Subsecretaría Nacional de Desarrollo Petrolero)
홈페이지 http://www.mrnnr.gob.ec/
E-mail

주소
연락처

Andrea_Tobar@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3) 천연가스개발 분과청
천연가스개발 분과청(Subsecretaría Nacional de Gas Natural y Derivados)
은 탄화수소 차관부 산하기관으로서, 천연가스 부문 정책과 개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천연가스개발 분과청(Subsecretaría Nacional de Gas Natural y Derivados)
홈페이지 http://www.mrnnr.gob.ec/
E-mail

주소
연락처

Marinely_Araujo@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4) 석유천연가스계약 분과청
석유천연가스계약 분과청(Subsecretaría Nacional de Desarrollo Petrolero)
은 탄화수소 차관부 산하기관으로서,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에 필요한 기술
적⋅경제적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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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천연가스 청약 시 요구되는 정보 및 구비서류의 유효성 검증
▸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법적 요건 검증
▸ 석유개발 입찰 프로세스 조직
▸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의 입찰 및 협상모델 결정
▸ 협상 프로세스의 조정
▸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 체결 조정
▸ 체결된 계약 등록
▸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의 관리
▸ 석유 및 천연가스 계약 정책과 가이드라인 유효성 검증

5) 탄화수소국
탄화수소국(Direcc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은 Petroriental S.A,
Andes Petroleum Ecuador, Consorcio Petrolero Amazónico, Sociedad
Internacional Petrolera, Petroamazonas EP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과
하위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산업단계를 운영 관리한다. 탄화수소국은 에콰도
르를 7개의 구역으로 분리하고 지방 탄화수소국을 설치하였다. 각 지방 탄화
수소국은 제1 구역에 3개 (Nueva Loja, Esmeraldas, Tulcan), 제2 구역에
1개(Coca), 제3 구역에 1개(Ambato), 제4 구역에 3개(Santo Domingo de
los Tsachilas, Manta, Santa Cruz), 제5 구역에 2개(Guayaquil, la Libertad),
제6 구역에 1개(Cuenca), 제7 구역에 2개(Machala, Loja) 총 13개가 운영
중이다.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운영의 승인 및 규제
▸ 석유와 천연가스의 운송과 저장 단계의 승인 및 규제
▸ 석유와 천연가스의 검사 및 처리 단계의 승인 및 규제
▸ LPG 마케팅 단계의 운영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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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와 천연가스의 통계정보 관리
▸ 탄화수소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해 관리
▸ 석유와 탄화수소의 분석 연구실 운영
▸ 석유와 탄화수소의 공정 및 품질관리 운영

6) 탄화수소 불법거래 수사과
탄화수소 불법거래 수사과(Unidad Fedatario)는 탄화수소와 LPG 불법거
래를 감시하고 수사한다. 관련 활동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고 있다.
▸ 조사 단계(Etapa de investigación e inteligencia): 탄화수소 및 LPG
의 공급, 운송, 유통 및 상업화 부문에서 불법행위를 감시 조사한다.
▸ 보고 단계(Etapa informativa, la cual contempla): 조사를 통해 수집
된 정보를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반자에게 고지한다.
▸ 탄화수소 차관부에 보고하고, 탄소수소 국장이 벌칙을 부과한다.
▸ 강제집행(Etapa ejecutiva): 탄화수소 국장의 위임을 받아 부과벌칙을
집행한다.

7)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송과 9)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송과(Unidad de Fiscalización Contratos
OCP)는 탄화수소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운영계약 및 탄화수소 운송서
비스 제공을 관리 감찰한다.
또한 경영, 감찰, 지출비용의 회계감사, 환경감시 업무를 담당한다.

9) 탄화수소법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화수소청(Secretaria de Hidrocarburso)이 2011
년 현재 탄화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송과로 대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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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을 집행하고 탄화수소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를 대표하여 계약이행에 개입한다.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 집행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중질유 파이프라인 에콰도르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를 처리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위해 중질유 파이프라인 운영 감찰 프로그램의 1

년 예산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경영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 집행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에 대한 감찰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 집행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에 대한 감찰 프로그램 집행을 평가 감시한다.
 환경부와 협력하여 계약관리 감찰에 필요한 서비스 계약조건을 마련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집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탄화수소 차관부를 대신하여 중질유 파이프라인 에콰도르사에 감찰비용 납부를 고지

한다.
 중질유 파이프라인 운영 감찰

감찰

 계약 부속서에 기재된 국제표준의 적용 및 이행 제어
 계약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질유 파이프라인 운영계약 감찰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활동

지출
비용
회계
감사

환경
감시

 중질유 파이프라인의 운영비
 중질유 파이프라인의 운영투자비
 계약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 집행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활동
탄화수소법, 중질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계약 집행과 탄화수소 운송서비스 제공
계약 및 기타 환경과 탄화수소 개발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른 환경감시는 환경부가
집행한다.

8) 탄화수소 유전 관리과
에콰도르는 총 7개의 지역에서 13개의 탄화수소 유전 관리과(Direcciones
Desconcentradas de Hidrocarburos)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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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에콰도르 유전지역 분포 ❚

자료: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2011).

❚ 표 4-7. 에콰도르 유전구역 ❚
지역

1

2

3

No.

유전명

1.1

Sucumbíos

Provincia de Sucumbíos excepto el cantón
Nueva Loja
Sucumbíos para control de Comercialización.

1.2

Esmeraldas

Provincia de Esmeraldas, excepto el cantón la
Concordia

Esmeraldas

1.3

Norte

Provincias de Carchi e Imbabura y el cantón
Sucumbíos de la Provincia de Sucumbóos

Tulcán

2.1

Centro
Oriental

Provincias de Orellana y de Napo y la
provincia de Pastaza solo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y transporte y almacenamiento

Coca

Centro

Provincia de Bolívar excepto cantones
Echeandía y Las Naves; Provincias de
Chimborazo; Tungurahua; Pastaza; el Cantón
Palora, de la provincia de Morona Santiago.

Ambato

3.1

관할구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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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
지역

No.

유전명

4.1

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

4.2

Manabí

4.3

Galápagos

4

7

본부

Provincia de Manabí, excepto los Cantones El
Carmen y Pichincha

Manta

Provincia de Galápagos

Santa Cruz

Provincia del Guayas, excepto los cantones El
Empalme, Playas y Posorja; Provincia de Los
Ríos: Cantones Babahoyo, Baba, Montalvo,
Palenque, Vinces, Pueblo Viejo, Urdaneta.

Guayaquil

5.1

Guayas

5.2

Península

6.1

Azuay

Provincia del Azuay, excepto el Cantón Ponce
Enríquez; provincias de Cañar y Morona
Santiago, excepto el Cantón Palora

Cuenca

7.1

El Oro

Provincia de El Oro, incluidas las parroquias:
Balsas del Cantón Balsas; Piñas del Cantón
Piñas; Portovelo del Cantón Portovelo, Zaruma
del Cantón Zaruma; y el Cantón Ponce
Enriquez de la provincia del Azuay

Machala

7.2

Loja

5

6

관할구역

Provincia de 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
El cantón La Concordia en la provincia de
Esmeraldas; Cantones Quevedo, Mocache,
Valencia, Buena Fe y Ventanas en la
Santo
Provincia de Los Ríos; Cantón El Empalme en Domingo de
la Provincia de Guayas; Cantones Las Naves y
los
Echeandía en la Provincia de Bolívar; los Tsáchilas
Cantones Pangua y La Mana en la Prov. de
Cotopaxi; Cantones El Carmen y Pichincha en
la Provincia de Manabí

Provincia de Santa Elena y en la Provincia del
La Libertad
Guayas los Cantones de Playas y Posorja

Provincias de Loja y Zamora Chinchipe

Loja

자료: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2011).

9) 탄화수소감독실
에콰도르 비재생천연자원부의 하위기관인 탄화수소감독실(ARCH: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은 탄화수소 활동의 모니터링
작업을 한다. 더욱더 효과적인 검역과 검사를 위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011년 3월 키토의 남동쪽에 위치한 la Armenia 지역에 최신시설의 탄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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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제 모니터링센터(CMCH)를 설치하고 모든 탄화수소 활동의 실시간 온
라인 검역을 지시했다. 탄화수소 규제 모니터링센터는 주조종실, 3D 입체분
석실, 위기통제실, 상품화 관리실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주조종실
은 원격을 통해 전국의 모든 탄화수소 시설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
반의 탄화수소 경영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3D 입체분석실은 탄
화수소 매장지역의 지질구조와 변동 및 매개변수를 분석하고 이 지역의 상
업화 활동 운영을 결정한다. 위기통제실은 위기사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며, 상품화 관리실은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
스 등의 상품화 과정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탄화수소감독실-상업화(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Subproceso de
Comercialización de Derivados)
홈페이지
E-mail

주소
연락처

http://www.mrnnr.gob.ec/
Roberto_Lara@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10)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OR)
1972년 창설된 에콰도르 국영석유법인인 CEPE는 1989년 9월 26일 특별
법 제45호에 따라 PETROECUADOR(이하 ‘에콰도르 석유공사’라 한다.)로
대체되었으며, 에콰도르 석유공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산하에 6개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2010년 4월 6일 에콰도르 석유공사는 EP PETROECUADOR(이하 ‘에
콰도르 탄화수소공사’라 한다)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0년 4월
14일 관보 제171호에 행정명령 제315호로 발표되었다.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는 1972년 Texaco-Gulf에 세워진 석유 파이프라인
시스템(SOTE)을 운영⋅관리하며, 총 3개의 정제소를 갖고 있다. 독자적 예
산권 결여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는의 자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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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현재 하루 평균 석유생산량은
150,586mbd이며, 정제공장 적재량은 158,199mbd, SOTE를 통한 하루 평
균 운송량은 260557,72mbd이다.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OR)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http://www.portalpetroleroecuatoriano.com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2) 2 2864-292, 6018-751, 6022-717

11) 석유연구소
석유연구소(IEP: Instituto de Estudios del Petroleo)는 에콰도르 탄화수
소공사의 기술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 세워진 국립 연구기관으로, 석유산업
의 모든 단계별 연구 및 프로젝트의 진행뿐 아니라, 석유 전문인 양성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석유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del Petroleo)
소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Ing. Fabián Eguez
http://www.eppetroecuador.ec/Internet1/EnLinea/IEP/index.htm
Foch 265 y Av. 6 de Diciembre (a un lado del Colegio Manuela
Cañizares) - Edificio SONELSA
(592) 2 2563 060 ext)3600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1) 광산차관부
광산차관부(Viceministerio de Minas)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소속되어 국
가를 대신해 광물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한다. 그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광산광업권의 관리⋅유지 및 종료를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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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광물자원 담당부서 조직도 ❚
비재생천연자원부
광산 차관부

(1, 2)북부지역
광산분과청

광산개발분과청

(3) 중앙지역 광산분과청
(4, 5) 해안지역 광산분과청
(6) 중앙지역 광산분과청
(7) 남부지역 광산분과청
중앙/지방
광업감독실

에콰도르
광업공사

국립지질광물야금
연구소

자료: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2011).

며, 국가광물개발차관부, 해안지역 지방광물차관부와 총 8개의 지방광물차관
부로 나눠져 있다.
광물차관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목표를 수행한다.

▸ 기본 광산정책 시행
▸ 광물자원 거래과정의 행정업무와 기타 관련 업무 처리
▸ 광물자원 관련 일반양식과 기술 가이드 설계
▸ 각 지역 광산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규제
▸ 광산 기계 및 장비의 수입 관리
▸ 광물자원 통계정보 제공
▸ 광산광업권의 준수의무에 대해 관리
▸ 국립 광업토지대장 유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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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차관부(Viceministerio de Minas)
홈페이지
E-mail

주소
연락처

http://www.mrnnr.gob.ec/
Monica_Pauta@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2) 광업감독실
에콰도르 광업감독실(ARCOM: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은 채굴관리를 가진 소유자와 수혜자가 비재생성 에너지를 합리적⋅기술적⋅
환경지속적⋅사회책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제한다. ARCOM
은 국가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 광물의 탐사와 개발의 규제 및 통제를 통해 국가의 관리능력 향상
▸ 광산광업권 소유자에게 유연하고 공정한 기술-관리시스템 제공
▸ 국가경제의 전략부분으로서 광물자원의 지속가능 개발 촉진
▸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국가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의 광물자원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
▸ 광산의 토지대장 관리
▸ 광물분야의 시장행동 및 통계 모니터링
▸ 노동조건 개선, 직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발전

광업감독실(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홈페이지
E-mail

주소
연락처

http://www.arcom.gob.ec/
Patricia_Vasquez@arcom.gob.ec
Av. Shyris y Río Coca, esquina. Edif. Jade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3340-944,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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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콰도르 광업공사
에콰도르 광업공사(ENAMI EP: Empresa Nacional Minera)는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설립한다. 또한 사
회⋅환경적 책임의식의 고취, 기술수준의 발전, 광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민간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광업분야를 관
리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2010년 11월 15일에 발표된 법령 DE-9086-2010에
의거하여 국내 또는 해외 개인 및 기업을 초청하여 광물 관련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2010년 6월 14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에콰도르 광업공사(ENAMI EP- Empresa Nacional Minera)
홈페이지

http://www.enami.gob.ec

E-mail

jcisneros@enami.gob.ec

주소
연락처

Av. República E7-263 y Diego de Almagro, Edif. Sky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229-764

4)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INIGEMM: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árgico)는 2009년 1월 29일 발표된 법령 N°517
광물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광물자원의 연구
및 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연구소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광산⋅야금에 관한 과학기술적 정
보를 연구 및 관리한다. 또한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토
지이용계획뿐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에 발생될 수 있는 지질학적 위험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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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방연구도 진행한다. 연구소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지질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고 보급
▸ 광물자원의 국가 인벤토리의 식별 및 관리
▸ 국가 지질 및 광물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 실시
▸ 해양지역 및 전국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질학적 정보를 구성하고 조직화
▸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 광물 관리⋅규제부에 기술적 원조를 제공

5) 광산분과청
에콰도르는 국가계획 시스템에 따라 총 7개의 지역군을 설정하여 광산분
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을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역 광산분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 Norte (Zonas 1 y 2)
홈페이지
E-mail

주소
연락처

http://www.mrnnr.gob.ec/
Maria_Rivera@arcom.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977-000

중앙지역 광산분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 Centro (Zona 3)
E-mail

주소
연락처

Zheida_Guerrero@mrnnr.gob.ec
Av. Juan León Mera y Orellana Esq. Edif. MTOP, Quito. Pichincha,
Ecuador
(593) 2 2422-657

해안지역 광산분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 Litoral (Zonas 4 y 5)
E-mail

주소
연락처

czambrano@mrnnr.gob.ec
Km. 6 ½ vía a la Costa, edif. Petrocomercial Guayaquil
Guayas Ecuador
(593) 4 28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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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앙지역 광산분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 Centro Sur (Zona 6)
E-mail

주소
연락처

Paulina_Salazar@mrnnr.gob.ec
Av. Paseo de los Cañaris y Cacique Duma, esquina, cuarto piso. Cuenca
Azuay Ecuador
(593) 7 2803-967,968

남부지역 광산분과청(Subsecretaría Regional de Minas Sur (Zona 7)
E-mail

주소
연락처

Gabriela_Jaramillo@mrnnr.gob.ec
José Luis Tamayo, entre Diego de Vaca y Sevilla de Oro, segundo piso.
Cuenca Azuay Ecuador
(593) 7 2573-308,328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에콰도르 자원개발 분석은 에콰도르 헌법과 에콰도르의 탄화수소 자원에
해당하는 탄화수소법과 금속 및 광물자원의 광업법을 중심으로 한다.

❚ 그림 4-7. 에콰도르 자원개발 주요 법제 ❚
헌 법
자원국가소유원칙(57, 317, 408조)
로열티(317, 408조)
투자(339조)
환경(3, 72, 276, 317, 408조)

탄화수소법

∙자원국가소유원칙(1조)
∙계약방식(12-A, 13, 16조)
∙권리/의무(31조)
∙로열티(5장：50~55)
∙계약/양허 종료(74조)
∙분쟁해결(10조)

투자법

환경법

광업법

∙자원국가소유원칙(1조)
∙계약방식(40, 41조)
∙권리(3편：58~66조)
∙의무(4편：67~77조)
∙로열티(92조)
∙계약/양허 종료
(제6편：106~122)
∙분쟁해결(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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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중남미 강경좌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은 2008년 9월 28일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주의 색채가 한층 강화된 헌법개
정에 성공하였다. 새 헌법의 요지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 비재생 천연자원 분야(탄화수소, 광물)를 국가의 전략부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규제를 강화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에콰도르 개정헌법 제3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비재생 천연자
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에콰도르 정
부는 탄화수소와 기타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의 탐사 및 개발의 주체는 원칙
적으로 국가임을 탄화수소법, 광업법과 같은 하위법을 통해 명시했다. 이를
통해 에콰도르는 자원개발의 수혜를 국민이익에 부합시키며, 탐사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헌법 제57조에서는 에콰도르 영토에 매장된 비재생 천연자원은
불가양한 절대적인 국민의 소유권임을 천명함으로써,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
사와 개발에 따른 수익은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헌법 제72조와 제276조는 비재생 천연자원의 개발로 비롯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는 훼손된 환경을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재생 천연자원의 개발자가 에콰도르
지하자원에 개발투자를 고려할 경우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
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전략 부문으로서 헌법 제313조는 비재생 천연자원과 탄화수소의 운송
및 정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국영회사를 설립하여 전략부문을 직
접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
모하고 있다.10) 이에 따라 탄화수소법에서는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를,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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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에콰도르 광업공사를 각각 설립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을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317조와 제408조에서는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비재생 천연자원
은 불가양한 절대적 국가 재산이다”라고 밝히면서 국가에 환경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탐사와 개발에 따른 로열티와 각종 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에콰도르 개정헌법은 천연자원이 국가소유임을 여러 조항에서
거듭 명시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개발주체는 국가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천연자원의 개발목적은 국민의 이익, 즉 공공이익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환
경보호 의무를 국가와 국민에 부과함으로써,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차후 환경복구의 의무도 개
발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민간개발업자, 특히 외국 개발업자는 개발투자 비용
에 환경부담금도 책정해야 하므로 투자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탄화수소법
1) 개요
에콰도르 정부는 1990년대 체결된 탄화수소 개발계약을 위해서 외국계 탄
화수소 회사와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하에서는 에콰도르 정
부가 국제유가의 배럴당 15~17달러까지 총 판매수익의 17~27%를 가졌으며,
나머지 수익금은 외국계 회사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외국계 탄화수소 회사들에 과도한 초과이
윤이 귀속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정된 에콰도르 비재생 천연자원의 지속

10) 에콰도르 헌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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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전략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06년, 2007
년 그리고 2010년 모두 세 차례 걸쳐 탄화수소법 개정을 단행했다.

① 1차 탄화수소법 개정
에콰도르 정부는 2006년 4월 15일 석유분야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를 포
함한 민간 석유기업의 과다이윤을 환수하는 법률을 확정하였다. 이는 2006
년 폭등한 국제유가를 감안, 유가상승 차액을 기존의 30%에서 50%까지 에
콰도르 정부가 갖는다는 내용이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는 연간 6억 달
러 이상의 국고 수입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에
콰도르에 진출한 미국계 탄화수소 회사들은 기존에 체결, 발효 중인 국가계
약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천연자원에 대한
과대한 이윤을 환수하는 결정은 국가주권 사항임을 강력히 천명함으로써 이
조치는 결국 수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OXY(Occidental Petroleo)와의 계약취소 사건이었다.
2006년 5월 15일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에 진출해서 원유를 생산 중인
미국계 OXY 사가 에콰도르 석유법 및 PETROECUADOR와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OXY와의 국가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OXY 사가 시추하고 있는
광구는 에콰도르 최대 광구로서 에콰도르 석유 생산량(일산 54만 배럴)의
20%(10~11만 배럴)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에콰도르 탄
화수소법에 의거 이 광구 관련 모든 권리는 PETROECUADOR가 인수하였다.
OXY는 에콰도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2000년 10월 회사의 지분 40%
를 캐나다계 Encona 사 측에 매각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매각이 에콰
도르 석유법(제74조, 제76조, 제79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후 에콰도르와 OXY 간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OXY 사는 에콰도르 전체 원
유 총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제15광구에 대해 총 10억 달러의 배
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에 제소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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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역시 이를 몰수로 규정하고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② 2차 탄화수소법 개정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다시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외국계 회사를 포함
한 모든 석유기업의 이윤을 99%까지 국가로 환수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7월 19일 본회의 1차 심의를 거친 후
4일 이내 2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
정족수(124석 중 63석)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탄화수소법 개정안이 자동적으
로 통과되어 발효되었다. 이로써 에콰도르 정부는 초과이윤을 99%까지 환수
할 수 있게 되었다.

③ 3차 탄화수소법 개정
2009년 12월 에콰도르 정부는 민간기업들과 체결한 탄화수소 개발 계약
방식을 생산물 분배계약에서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을 강요
하였다. 대규모 외국계 탄화수소 기업들과의 협상시한은 120일로, 소규모 외
국계 탄화수소 기업들과의 협상시한은 180일로 정해졌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기간 내에 계약 재협상이 없는 경우 탄화수소 광구는 국가에 귀속되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밝히면서, 국내에
서 조업하던 외국계 탄화수소 회사들을 압박하였다.
2010년 4월 17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생산물 분배계약에서 서비스
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 탄화수소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의회승인
을 거쳐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생산물 분배계약하에서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외국계 탄화수소 회사들은 서비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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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계약하에서 민간기업은 투자비용에 대한 에콰
도르 정부의 보상을 받고 탄화수소 생산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급받을 뿐이
었다. 다시 말해,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모든 유전 및 가스전과 생산된 탄화
수소 전량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따라 탄화수소 회사 근로자가 수령하던 15%의
수익금은 3%로 축소하며, 12%는 석유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
역주민 보상금으로 분배된다. 탄화수소 회사의 종합소득세를 44%에서 25%
로 인하하며,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가 운영하던 광구들 중 원유생산 정점이
지난 광구에 대해서만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가장 최근의 에콰도르 정부의 자원정책에 대한 보고를 보면, 국영기업인
Petroecuador와 Petroamazonas가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하며,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과 동시에 환경보존 및 사회발전 이행의 중요성 재인식하고, 석유정제 프로
젝트를 통한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 및 생산과 보조금 합리화 정책 및 재
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기존 석유광구 및 신규광구 탐사권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석
유매장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총 18개 석유광
구 계약을 2012년 3월까지 서비스 계약으로 전환,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이
를 통해 석유생산량을 2015년까지 현 약 50.2만 배럴에서 약 52.8만 배럴
까지 증산할 계획이다.
에콰도르 정부가 외국계 탄화수소 회사의 탐사 및 개발 참여는 허용하지
만, 개발된 자원에 대한 외국계 회사의 소유권을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 탄화수소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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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화수소법 구성
❚ 표 4-8. 탄화수소법 구성 ❚
탄화수소법
제1장

통칙 (제1조~제5조)

제2장

탄화수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6조~제11조)

제3장

계약방식 (제12조~제31조)

제4장

원유 및 천연가스 (제32조~제43조)

제5장

국가수입 (제44조~제56조)

제6장

운송 (제57조~제67조)

제7장

시장출하(상업화) (제68조~제70조)

제8장

가격결정 (제71조~제74조)

제9장

탐사채굴계약 실효 (제75조~제76조)

제10장

행정위반 및 행정징계 (제77조~제80조)

제11장

총칙 (제81조~제94조)
종칙

3) 국가소유
에콰도르 탄화수소법에 따라 탄화수소(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가지며, 개별 민간개발업자(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은 국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을 취득할 수 있다.
탄화수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제1조에서는 영해 및 영토 내에 부존하는 탄화수소
및 부산물의 유전은 국가의 불가양한 절대적 자산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탄화수소 자원은 국가소유가 원칙임을 제시한 것으로서, 민간기업들의 탄화
수소에 대한 소유권은 불인정된다.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직접 탄화수소 국영회사들을 통해서 탄화수소 탐사와
개발을 한다고 규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민간기업에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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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수소국(Secretaría de Hidrocarburos)의 조사에 따른 고위험사업
▸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결정한 대자본 투자사업
▸ 국내에 없는 탐사개발기술을 요하는 사업
▸ 탄화수소국의 보고에 따라 비재생천연자원부가 위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은 에콰도르 탄화수
소 국영회사들이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민간회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하더라도 고위험과 대규모 투자부담을 감
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계약방식
탄화수소법 제3장에서는 계약방식을 생산물 분배계약(contrato de participación),
합작계약(contrato de asociación), 서비스 계약(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생산물 분배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자기위험 부담조건으로 직접 자기비용을 투자하여 탐
사 및 채굴을 하고, 시장출하를 위한 상업 생산 시 생산물을 에콰도르 정부
(PETROECUADOR)와 미리 정한 비율(12.5~18.5%)로 현물 분배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에
불과하다.
둘째, 합작계약은 에콰도르 정부와 민간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탄화수소 탐
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산물을 분배
하는 합작개발 방식이다. 이 역시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
한 방식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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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투자원금+이자)와 서비스료(service fee)를 현금으로 상환받는
계약이다.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탄화수소 탐사와 개발사업의 계약방식으로
서비스 계약만 허용하고 있다.

5) 계약주체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국내 석유관련 부문에서 지명
도가 있는 국내외 석유기업들과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탄화수소 탐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6) 계약자의 권리
탄화수소법은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의 일반원칙
에 의해 권리와 의무는 쌍방계약에서 늘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에
콰도르 탄화수소 자원은 국가의 전략광물임을 감안한다고 할 때, 이는 민간
투자기업 특히 외국투자기업들에 매우 불평등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7) 계약자의 의무
제31조에 의하면,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의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탄화수
소의 탐사와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영업개시 6개월 내에 최소한 노무직 95%, 사무직 90%, 기술직 75%
까지 에콰도르 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영업개시 2년 내에 사
무직은 95%까지 에콰도르 인으로 충당해야 한다.
▸ 탐사개시 5년 동안 에콰도르 기술직 90%, 외국인 기술직 10%와 함께
탐사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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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로부터 광구 개발탐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탐사관련 자료(지형, 지질, 지구물리, 천공, 생산, 가채매장량, 시장출하
활동, 영업비용)를 분기별 혹은 요청 시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
소청)에 제출한다.
▸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
▸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의 탄화수소 생산물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한다.
▸ 계약자가 건설할 도로, 공항, 항구, 선착장은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
화수소청)가 요청 시 일반에 개방한다.
▸ 탐사개시 후 3년 내에 군사지리연구소의 등급과 사양에 맞춰 탐사지역
의 항공사진을 제출한다.
▸ 탐사계약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채굴개시 5년 내에 해당 구역의 지도를
제출한다.
▸ 탐사기간 동안 에콰도르 기술발전 교육과 탄화수소 연구비를 제공한다.
▸ 매년 12월 1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과 투자예산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 매년 1월에 전년도 시행사업 보고서(탐사, 생산, 가채매장량, 운송, 정
제 및 기타 산업활동, 국내외 판매, 고용상황)를 제출한다.
▸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가 정한 규격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직전연도 사업의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재물조사표를 작성하여 비재생
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에 제출한다.
▸ 순이익의 10%를 동종업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든지 기타 탄화수소
의 유사업종에 투자한다.
▸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가 정한 규격에 맞춰 직원기숙사를 제공한다.
▸ 직원과 감독관 및 기타 공무원에게 숙식과 교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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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수소산업 관련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식 및
의료를 제공한다.
▸ 탄화수소법과 시행령에 따라 석유사업을 운영한다.
▸ 환경영향평가 연구와 환경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로열티 및 기타 납세의무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제5장에 따르면, 국가수입으로서 계약자는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에 있어서 [표 4-9]와 같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표 4-9. 에콰도르 탄화수소 로열티 및 기타 납세 금액 및 시기 ❚
명목

금액

납부시기

탐사개시금
(Prima de entrada)

헥타르당 50수크레

탐사계약서를 탄화수소 등기소에
등록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지표세
(Derecho superficiario)

헥타르당 10수크레

탐사기간 동안 매해 1월

개발개시금
(Prima de entrada)

헥타르당 50수크레

개발계약서를 탄화수소 등기소에
등록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지표세
(Derecho superficiario)

관련 세법에 따름

개발기간 동안 매해 1월

2)

원유생산 로열티

0~3만 배럴 : 12.5%
3~6만 배럴: 14%
6만 배럴 ~ : 18.5%

매월

가스생산 로열티

16%

매월

헥타르당 200수크레

5년간

1)

보상금
(Aporte de obras de
compensation)

용수 및 건자재 사용세
25,000달러 (탐사기)
(Utilizacion de las aguas
60,000달러 (개발기)
y de los materiales de
construccion)

계약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 1) 로열티는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의 선택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받
을 수 있다.
2) 일일 생산량을 측정할 때, 물과 이물질을 분리한 후 저장탱크로 보관되는 원유총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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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 실효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제4장, 제74조에서는 탄화수소 계약의 실효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탄화수소법이 정한 각종 부담금(로열티, 착수 보너스, 지상권, 참여금)
미납과 탄화수소법 제31조 위반
▸ 계약상의 보증금 미불입
▸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탐사작업 미개 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60
일 탐사작업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채굴작업 중단
▸ 채굴 중단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채굴작업 미개시
▸ 계약상 규정된 탐사 채굴기간 동안 연간 최소금 미투자, 천공 미작업,
▸ 해당 공무원의 감독방해 혹은 탄화수소 관련자료 미제공
▸ 허위자료 보고(탐사채굴, 사업활동, 운송, 투자, 비용, 이윤)
▸ 계약상 규정된 이익 재투자 불이행
▸ 계약 체결상 사기 혹은 불법행위
▸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 사전승인 없이 계약자의 권리 일부
양도
▸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 사전승인 없이 탐사채굴 컨소시엄
체결 탈퇴
▸ 탄화수소법 및 시행령 반복적 위반
▸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이 정한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오염

12) 분쟁해결
탄화수소법 제10조에서는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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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탄화수소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은 오로지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에콰도르는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 당사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질효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광업법
1) 개요
새롭게 개정된 광업법은 선포일(2009년 4월 18일)로부터 새로운 광업법
개정까지 180일간 소규모 광물 채굴활동을 제외한 국내 모든 광물 채굴활동
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광물 채굴활동 금지는 금, 은, 동, 금속광물의 채굴활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자재 채굴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새
로운 광업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광업권을 재부여하기 위한 전략으
로 해석된다. 또한 제헌의회는 향후 30일간 모든 광물광업권을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경우는 기존 허가광업권을 별도의 경제적 보상 없이 국가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전에 실제 채굴활동을 한 적 없는 광업권
▸ 국내 광업법에 위배하여 취득한 광업권(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 국내 환경보존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 개인(친ㆍ인척 포함), 기업 등 각자 3개의 광업권을 초과한 광업권
▸ 광업부 전ㆍ현직 공무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에콰도르는 150헥타르 및 150톤/일 생산량을 초과하는 광물광업권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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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별도의 국영광업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국가통제가 한층 강화된 광
물자원정책을 확대하였다. 에콰도르는 개정에 앞서 5,197개의 광물광업권을
허가하였으며, 이들 중 약 4,607개 광업권(전체 80%)을 심사하였다.
광업법은 국내 광업활동을 타당하고 올바르게 실행하고 합당한 법률적 기
초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7일 제SCLF-2009-046호로 공포되어
최종 개정되었다.

2) 광업법 구성
❚ 표 4-10. 광업법 구성 ❚
광업법
통칙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3조)
-제2장. 광업정책의 제정, 집행 및 관리(제4조~제15조)

제1편

-제3장. 국가소유권 및 광업권(제16조~제17조)
-제4장. 광업권의 주체(제18조~제20조)
-제5장. 광업활동(제21조~제23조)
-제6장. 특별광업지역 및 사전승인 행정행위(제24조~제26조)
-제7장. 광업활동의 단계(제27조)

광업권
-제1장. 사전조사(제28조)

제2편

-제2장. 광업양허(제29조~제39조)
-제3장. 계약방식(제40조~제44조)
-제4장. 선광, 주물, 제련공장(제45조~제48조)
-제5장. 광물의 시장출하(상업화)(제49조~제57조)

광업 양허권자의 권리
제3편

-제1장. 권리일반(제58조~제61조)
-제2장. 무단침입, 행정보호, 광구침범 및 이의신청(제62조~제66조)

광업 양허권자의 의무
-제1장. 의무일반(제67조~제77조)

제4편

-제2장. 환경보호(제78조~제86조)
1)

-제3장. 지역사회의 관리 및 참여(제87조~제91조)
-제4장. 로열티 납부(제92조~제93조)
주: 1) Gestión Social 이라는 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공간건설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광
산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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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계속 ❚
광업법
광업 양허권자간의 관계 및 광업 양허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계
제5편

-제1장. 출입허가 및 긴급작업(제94조~제96조)
-제2장. 무단침입(제97조~제99조)
-제3장. 지역권(제100조~제105조)

광업 양허권의 종료
-제1장. 기간만료(제106조)

제6편

-제2장. 광업 양허권의 축소 및 포기(제107조)
-제3장. 양허권과 허가의 실효 (제108조~제119조)
-제4장. 광업권의 무효(제120조~제122조)

광업계약
제7편

-제1장. 적용규범 및 계약요건(제123조~제124조)
-제2장. 양도 및 철회불능 계약(제125조~제127조)
-제3장.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제128조~제130조)

제8편

광업활동 종사자 – 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단
-단일장. 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단(제131조~제133조)

특별제도
-제1장. 수작업 생계광업(제134조~제136조)

제9편

-제2장. 소규모 광업(제137조~제141조)
-제3장. 건축자재(제142조~제144조)
-제4장. 비금속광물(제145조)
-제5장. 심해 광업활동(제146조)

제10편

세금 및 경제칙(제147조~제149조)

제11편

행정쟁송 및 강제력(제150조~제151조)

제12편

광업권 포기절차(제152조~제158조)
부칙
종칙

3) 광업권 취득
① 광업권의 종류
광업법상 광물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개별 광산
개발업자(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는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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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조사
▸ 탐사
▸ 채굴
▸ 시장출하(상업화)

②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권리취득
개인, 법인,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 모두에게 에콰도르 광업권 취득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업법 제2편 제2장 광업양허는 크게 신규취득과
실효 및 반환된 광업권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국가광산개발계획이 지정한 구역에 대한 공개입찰을
전국 일간지 및 지방 일간지 그리고 비재생천연자원부 홈페이지에 2일간 공
고한다. 입찰공고에는 입찰 진행시간, 일시 및 장소, 신청서 접수기간, 입찰
기본조건, 광업권 단위구역 위치 표시, 기술, 경제, 환경 평가서, 탐사채굴
투자금, 입찰발표문과 비재생천연자원부 발급기술 인증서, 채굴 계약방식이
포함된다.
정해진 장소와 일시 및 시각에 봉해진 봉투로 제출되는 입찰서는 입찰자
성명, 법정대리인 위임장, 탐사채굴 시 기술 및 환경 계획서, 투자총액의 2%
의 입찰참가 보증금이 포함된다.
이렇게 입찰서가 제출되면 기술면, 경제면 그리고 환경면을 고려하여 낙찰
자를 결정한다. 첫째, 기술면은 입찰업체의 장점과 탐사계획, 국내외 현재 진
행사업, 기술등록 수준, 자산, 노동재해 및 안전통계가 포함된다.
둘째, 경제면은 입찰업체의 연혁과 업종, 프로젝트 투자계획과 총액, 재무
상태, 자본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면에서는 환경운영계획과 폐광계획, 환경연혁, 환경훼손
통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공개입찰에서 낙찰자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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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15일 이내에 낙찰증명서를 작성하여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낙찰자는
이를 광산 토지대장부에 등록하고, 다시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이 정본을 제출
한다.

③ 계약방식
탐사작업이 완료된 후 광업권자는 2년 내에 광맥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국가와 채굴계약을 신청한다. 그 방식은 광업법 제2편 제3장, 광업법 시행령
에, 제4편 서비스 계약과 광산채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계약(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은 광업권자의
소득, 환경적⋅사회적 의무, 건설 및 시설물 설치의 조건과 기간, 채굴의 조
건과 기간, 운송의 조건과 기간, 시장출하의 조건과 기간, 보증금 공탁, 지역
사회와 관계, 이윤 보고 그리고 광산의 일부 혹은 전부, 폐광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광업권자는 로열티뿐만 아니라 초과이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채굴된 광물 판매금액의 3%를 지속가능한 지역개
발프로젝트 명목으로 배당해야 한다.
둘째, 광물채굴 계약(Contrato de explotacion minera)은 건설, 설치, 채
취, 운송 및 시장출하 조건과 기간을 포함한다. 이때 광업권자는 광업감독국
이 마련한 가이드에 따라 생산광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1월 15일, 7월 15일
2회에 걸쳐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생산광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4) 광업권 내용
① 탐사
에콰도르 광업법 제36조는 광업권은 최대 25년간 지속되며, 기간만료 전
광업부에 이를 위해 서면통지를 보내고 광업감독부와 환경부로부터 긍정적
보고서를 받으면 이 기간은 자동으로 동등한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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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업부가 관련
결의안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어 광업권은
적절한 계약의 객관적 인식 전에 10년간 갱신된다.
광업권은 탐사단계와 채굴단계로 구분되며, 탐사단계는 순차적으로 초기단
계, 고급단계, 매장량의 경제적 평가단계로 나눠진다
에콰도르 광업법 제37조에서는 광업권을 취득한 자는 최대 4년까지 탐사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비재생천연자원부에 4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
다. 이때 갱신 신청 후 60일 이내에 비재생천연자원부의 명시적 승인이 없
을 경우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탐사기간 동안 광업권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전년도 광물탐사활동과 광물탐사 투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업감독국은
전문가를 통해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한편 탐사기간 종료 후 최대 2년 이내에 광업권자는 광맥의 경제성 평가
를 수행하고, 비재생천연자원부에 당해 보고서와 함께 광업권 계약 체결을
신청한다.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같은 기간에 대해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광업권자는 연간 특허료를 지불하며, 연장의 경우는 연간 특허
료는 50%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광업권자가 이 기간 내에 광업권
계약 체결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양허된 광업권은 종료된다.
광업권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첨부 보고서에 대해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
업권자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 제39조에서는 신청서 제출 후 60일, 보정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비재생천연자원부가 명시적 승인이 없을 경우 광업권 계약신청
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업권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광맥 준비와 개발, 그리고 광물의
채굴, 운송,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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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업권 계약을 체결한 후 광업권자는 광맥의 경제성 평가에 따라 광
산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 및 설치 등 채굴개시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
대 2년간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기간 동안 광업권자는 국가
에 보상금을 지불한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굴개시나 채
굴개시 중단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은 종료된다.

② 생산(선광, 주물, 제련공장)
에콰도르 광업법 제45조 및 제46조에서는 탐사단계와 마찬가지로 광업권
자는 상업가치가 있는 광물을 개발 채굴할 전속적 권한을 갖는다. 환경부가
발행하는 환경 라이선스를 사전 취득하여 해당 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선광,
주물, 제련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시장출하-상업화
에콰도르 광업법 제2편 제5장 제50조에서는 광업권자는 생산된 광물의 국
내외 시장출하 라이선스를 자동적으로 갖는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생산된
광물의 국내외 시장출하를 원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비재생천연자원부가 발
급하는 당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는 라이선스 기간은 3년이며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3년 더 연장신
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광물 시장출하 라이선스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원친징수 납세자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에 대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원산지, 구매량과 구매액, 판매량과 판매액, 원천징수액
에 대하여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취소된다.
2011년 현재 시장출하 라이선스는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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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시장출하 라이선서 목록 ❚
ANDIVEL

AGNAMAR

COMDECSA

CORPETROLSA

CYLAN SERVICES

DISPETROL S.A.

DISTRISEL

ENERGYGAS

EXPODELTA

EXXON MOBIL

TRANSMABO

GUELFI S.A.

NAVIPAC

LUTEXA

MARZAN CÍA. LTDA.
OILTRADER S.A.

MASGAS

OCEAN OIL

OCEANBAT

OSP CÍA. LTDA.

PARCESHI

PDV ECUADOR

PETROALPINA

PETROCEANO

PETROLCÓNDOR

PETROLRIOS

TECPLUS S.A.

PETROLWORLD

PETROLEOS Y SERVICIOS

PRIMAX S.A.

SERCOMPETROL

VEPAMIL S.A.

CONGAS

DURAGAS

ESAIN

ECOGAS

ENI ECUADOR

GASGUAYAS

KINGAS

AUSTROGAS

MENDOGAS

자료: EP PETROECUADOR.

5) 광업권자의 권리
광업법 제3편 제1장에서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단위구역 내에 필요한 시
설물(선광, 주물, 제련공장, 창고, 도로, 통신, 철도)을 건설할 수 있고, 수도
사업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산업용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권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광업권 단위구역 내에 무단침입이
나 불법채굴에 대해서는 광업감독국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권리를 부여하며, 이에 대해 광업감독국은 무단침입한 불법채굴자에 대해 퇴
거명령과 최저임금의 20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광업권자의 권리보호에
모든 행정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광업권자의 의무
광업법 제4편에서는 광업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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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광업권자와 광업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관계는 전적으로 쌍방계약일
뿐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노사간의 문제를 전적으
로 사인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광업권 내에서 발생할 모든 노사분
규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광업법 제67조는 광업권자는 전체 이윤의 15%를 국가와 근로자에게 배당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분율은 일반 광업자의 경우는 전체
이윤 가운데 광업근로자에 3%, 국가에 12%를, 소규모 광업자는 5%, 10%
를 각각 배당해야 한다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 제69조는 아동노동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재
생천연자원부는 광업권 실효 혹은 광업권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광업법 제70조는 지표, 환경, 문화재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업권
을 행사하며, 부득이하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 외에 광업권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광산근로자의 보건 및 위생
▸ 아동근로 금지
▸ 환경훼손 피해보상
▸ 광구 경계선 엄수
▸ 광구 경계선 변경금지
▸ 비재생천연자원부, 환경부, 기타 정부기관의 광업권 구역 감찰 협조
▸ 에콰도르 근로자 80% 이상 의무고용
▸ 광산근로자 교육훈련
▸ 지역 고용창출 로열티 및 기타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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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광업법 제92조, 광업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국세청에 제출된 생산 반기보고서와 세무신고서에 신고된 로열티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여, 광물을 채굴할 때 발생하
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생산비용에 따라 비금속 로열티를 1분
기(4~9월)는 9월에, 2분기(10~3월)는 3월에 매년 2회 [표 4-12], [표 4-13]
과 같이 납부한다.

❚ 표 4-12. 석회석 로열티❚
(단위: 톤, %)

생산량

적용률

1~500,000

10

500,001~1,500,000

20

1,500,001~2,000,000
2,000,001~이상

30
100

❚ 표 4-13. 기타 비금속 로열티❚
(단위: 톤, %)

생산량
1~250,000

적용률
5

250,001~500,000

10

500,001~750,000

15

750,001~1,000,000

20

1,000,001~2,000,000
2,000,001~이상

25
100

한편 금속 로열티는 채굴된 금속광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의 5%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에콰도르 납세자 등록번호(RUC: 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s) 9번째 숫자에 따라 로열티 납부시기를 [표 4-14]
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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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로열티 납부시기 ❚
납세자 등록번호 9번째 번호

1분기(1~6월)

2분기(7~12월)

1

9월 10일

3월 10일

2

9월 12일

3월 12일

3

9월 14일

3월 14일

4

9월 16일

3월 16일

5

9월 18일

3월 18일

6

9월 20일

3월 20일

7

9월 22일

3월 22일

8

9월 24일

3월 24일

9

9월 26일

3월 26일

0

9월 28일

3월 28일

납부 로열티 총액의 60%는 지방 시정부를 통한 생산 프로젝트와 지속가
능한 지방개발 명목으로 사용되며, 이 중 50%는 원주민들에게 할당된다.

7) 광업권 종료
에콰도르 광업법 제6편에서는 광업권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만료, 포기, 실효, 무효가 있다.

① 만료
광업감독국은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광업권의 만료를 선언하고
기존의 광업권에 대한 취소를 명한다. 광업권 존속기간 만료 후 이 법이 정
한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② 포기
광업권자가 자발적으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광업허가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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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효
비재생천연자원부 산하 광업청은 광업법이 부과하는 광업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허된 광업권에 대한 실효를 선언할 수 있다. 광업권
실효는 관련 부처의 제청에 의해 광업감독국이 광업권 실효의 기술적⋅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한편 광업권 실효의 원인으로 부과금 미납(제110조),
광업탐사보고서 미제출 혹은 광업 최소투자금 미달(제111조), 광물생산보고
서 미제출(제112조), 미승인 채굴과 허위보고서 제출(제113조), 단위구역 경
계선의 악의적 변경(제114), 비재생자원부의 환경파괴선언(제115조), 국가문
화유산 훼손(제116조), 인권침해(제117조) 등을 열거하고 있다.

④ 무효
광업법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는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양허된 광업권
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렇게 무효가 선언된 광업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권을 갖는다. 한편 무효가 선언된 광업권자의 시설물과 장비는 그대로 광업
권자의 소유이다.

8) 광업권 포기
광업을 포기하려면 광업권자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광업권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업권리증, 광산 헥타르 보유 특허료 및 로열티 납부증, 광
업등록증, 환경평가결정문, 광구의 단위구역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
우 광업권 포기는 2일간 주요 지방 일간지를 통해 공표하며, 이 공표 비용은
광업권자가 부담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업감독국 의견서를 접수한 후
최대 15일 내에 광업권 포기를 선언한다.

9) 분쟁해결
광업법 제150조에서는 광업권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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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민영화 및 서비스법(1993년 12월 31일), 증권시장법(1993년 5월 28일),
신석유법(1993년 11월 9일), 마킬라법(1993년 10월 31일), 자유무역지대법
(1991년 9월 13일), 광업법(1991년 5월 31일) 등 개별 법규로 외국인 투자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법
행정부령 N°2501을 통해 과거 안데안 공동시장 기준에서 독자적인 외국
인 투자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1992년 두란(Duran) 정부는 외국인 투
자 정책을 전면 조정하여 1993년 1월 행정부령 N°415를 발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동등 대우, 업종
규제 완화, 이익금의 해외송금 보장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실송금 자유⋅
석유⋅광산⋅어업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단 국경지역의
투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광산분야에서의 과실송금은 20%만이 허용되며, 외국기업 법인세
36% 유지 등 외국인 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투
자우대 조치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사
례별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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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200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에서 탄화수소를 중심
으로 자원분야 국유화가 실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의 이익이 국가
와 국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 3개국의 자원산업 역사를
보면, 자원소유 및 개발과 관련하여 국영화와 민영화의 두 가지 상충된 방식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및 충돌이 있었다. 그 기저에는 민족주의 정서, 자원
산업 효율성, 이익 분배와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20세기 말의 민영화 방식 자원산업 운영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다시 국영
화로 전면 전환한 것은, 좌파로의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자원민족주의 부상
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3국의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대통령은 서로의
국유화 방식을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형태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자원 소유권에 있어서는 양도 불가능한 국가 통제를 원칙으로 하며,
세수에서는 로열티와 소득세 등을 인상하고 탄화수소 직접세와 같은 세금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자원산업은 자국의 소유라는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 기존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인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이
끌어 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0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본 연구는 3국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자원산업 국유화가 실제 어떻게 구체
화되어 실행되는지 자원법을 번역하고 분석하였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환경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률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자원분야에 관심있는 정부, 학계, 산업계에 자원법제 번역본이
라는 1차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원의 소유, 세금, 진출형태, 분쟁해결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심있는 관계자들에게 주요 법제 분석
사항의 2차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1차 자료와 2차 법제 분석을 통해 주요
법률 사항 및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제 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 여기서 번역
되고 분석된 내용들이 미시적으로 또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3국의
자원법제는 2000년대 들어 여러 번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최신 법제를 번
역하고 분석하였지만, 3국 모두 자원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자원법 미세조정
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로열티나 소득세 등의 세율조정이 2012년,
2013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국 모두 자원산
업 이익 극대화라는 대명제하에 자원소유권 확보와 산업발전의 딜레마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공기업 주도의 국가이익 확대는 민간분야 투자 위축, 산업
생산 감소, 국가이익의 축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3국의 좌파 권력 공고화와 민족주의 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향후 자원산업의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계속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할 사안이다.

1. 베네수엘라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
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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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신헌법(1999)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개정(2001)
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
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
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
으로 혼합회사(정부가 경영권을 갖는 민간과의 합작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
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
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
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
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1999)이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
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
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분쟁도 당사자간 자발
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
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
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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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WB)의 국가기업환경순위가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177위(2012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
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
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
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2. 볼리비아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
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
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
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은, 동, 아연 등의 광
물자원과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볼리비아에 있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의 확대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
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
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
한받고 있으며, 세제분야에서는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
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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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
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
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개
정된 광물법은 자원개발에 있어서 15개 광종에 대해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
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
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Corocoro 동광개발과 고려아연의 아
연채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와 관
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으나,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협정은 갱신되지 않고 폐
기되었다. 모랄레스 정부하의 볼리비아가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
를 선언하고, 국내법하에서 투자분쟁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정도 폐기한
것이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
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자원분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많은 분쟁의 역사를 지니고

206│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있다. 이는 자원부존지역이 환경보존지역이자 원주민 거주지역이기 때문이기
도 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이 자원을 개발하면서 환경파괴를 자행했고,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약탈적 자원개발을 경험하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원주민들의 강한 저항이 발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비재생 천연자원이
아마존 밀림지역에 매장되어 있어서,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와 그곳에 거
주하는 원주민 보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게 요구되며, 이에 대한 규제
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에콰도르는 국내 정치와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자원개발과 관련된 협정
및 계약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재생
천연자원 매장의 대부분이 원주민 거주지로서, 원주민 및 환경보호라는 요인
으로 투자부담이 한층 강화되는 투자위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의 탄화수소 부문 외국투자의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이, 1998년
국제유가의 상승과 좌파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소극적인 개방화 정
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에콰도르는 비재생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전략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탄화수소법을 2006년,
2007년 그리고 2010년 모두 세 차례 개정을 단행했다.
이 신법제의 골격은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외국기업
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에콰도르의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하에 필요부문에 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광물자원은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헌법에서 광물자원도 국가전략 부문
으로 규정하며,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비재생 천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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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배제하고 시장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한정된 비재생 천연자원의 개발수익이 국가와 국민에게 좀더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수익을 배분함이 본질임을 인식한다면, 에콰도르 자원개발투
자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외국인 투자 보장이 미비하며, 자원의 국가통제가 심한 에콰도르에서 민간
외국투자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선린우호 자원외교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양자투자협정(BIT)의 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공기업들간(한국석유공사와 에콰도르석유공사) 비재생 천연자원
의 공동탐사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에 양국 민간기업들이 참
여하는 방식의 혼합기업 형태로 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우리 정부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정부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
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에콰도르 자원개발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200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좌파정부의 출현에
따른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움직임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이하 ICSID)에 많은 국제투자분쟁 사건들이 청구되었다.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이하 ISD)의 수가 증가하면서 남미 좌파국가
들은 ICSID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ICSID가 세계은행(WB)
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 보건 및 환경 문제가 중재 판정에서 적절히 고
려되지 않는 점, 중재 패널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 무효절차 외에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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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소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20년간 ICSID에 접수된 투자중재의 39%가 남미 국가를 상대로 이
루어졌다. 이중 아르헨티나 49건, 베네수엘라 23건, 멕시코 14건, 에콰도르
14건, 볼리비아 4건 등이 접수됐다. 남미 12개국 중 9개국이 총 117개의
ICSID 투자중재 사건에 연류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자원개발과 관련되어 있
다. ICSID 투자중재에 대해 남미국가들이 의구심을 갖는 몇 가지 주요 이유
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항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중재법원이 잘못 판결할 경우 이를 시정할
방도가 없다.
▸ 중재인 선정에 세계은행(WB)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 공익에 직결되는 투자중재의 경우 비공개 절차가 민주적 절차에 위배
된다.
▸ ICSID 투자중재는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
ICSID에 대한 반발로 2007년 제5차 연례 ALBA-TCP 정상회담에서 볼
리비아가 ICSID 협약 탈퇴를 제안했고, 이에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니카
라과가 동조했다. 2007년 5월 2일 볼리비아가 ICSID 탈퇴를 공식 통보했고,
니카라과가 2008년, 에콰도르가 2009년 탈퇴했으나, 베네수엘라는 아직 실
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2009년 제7차 ALBA-TCP 정상회담에서 ICSID를
대체할 역내 중재재판소의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편 남미국가들이 총
망라된 남미국가연합(이하 UNASUR)에서도 에콰도르의 제안으로 역내 분쟁
해결기구의 설치가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1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법령 제28701호를
발동하여 탄화수소 산업을 전면 국유화하였다. 그 다음날 모랄레스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유전에 군병력을 파견하여 법령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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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사무국에 워싱턴 조약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ICSID 제71조에
따른 최초의 탈퇴국이 되었다. 볼리비아는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칼보 조항
이 포함된 신헌법을 발효시켰다. 제366조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볼리비아
국내법을 적용받고 다른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있
다. 2010년 4월 12일 이와 관련하여 ‘Energy LLC vs. Bolivia’ 사건이
ICSID에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앞으로 ICSID가 ICSID 협약 탈퇴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 취임한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다국적 석유회사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규정을
발표했다. 에콰도르는 볼리비아와 달리 ICSID 협정 제25조 제4항의 석유,
가스, 광물에 관한 경제활동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ICSID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신헌법을 제정했다. 제422조는 볼리비아
와 마찬가지로 칼보 조항을 도입하여 에콰도르가 개인 혹은 기업간의 계약
또는 무역분쟁의 해결방식으로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국제조약의 체결을 금했
다. 그러나 제422조는 이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분쟁에 대해서 중남미 내의 중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중재조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다. 즉 에콰도르
는 중남미 이외 지역에서의 국제중재를 반대하는 것이다.
2008년 에콰도르는 8개의 BIT를 폐기하였고, 2009년 10월 코레아 대통
령은 국회에 1990년대부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및 중국 등
과 체결한 BIT를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9년 7월 2일 코레아 대
통령은 행정명령 제1823호를 통해 헌법 제422조를 근거로 ICSID 탈퇴를
선언했다.
베네수엘라도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ICSID에는 1995년에 가입했다.
1998년 2월 정권을 장악한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에 신헌법을, 2001년에
는 신탄화수소법을 제정했다. 특히 탄화수소법은 차베스 정부가 주창하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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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석유주권 프로그램(Plena Soberanía Petrolera)과 석유정착 프로그램
(Siembra Petrolera)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 국내
외 민간기업과 체결했던 석유계약의 재협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유 이익금
에 대한 정부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가
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섰다. 2008년 2월 12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행정부가
ICSID 협정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8년 4월 30일 네덜란드와의 BIT를 파기했다. 2008년 10
월 17일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판결 제15541호를 통해 투자보호법(LEY DE
PROMOCIÓN Y PROTECCIÓN DE INVERSIONES) 제22조는 ICSID
관할권을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일방선언이 아니라는 해석을 했다. 2010년 6
월 10일 ‘Mobil Corp. vs. Venezuela’ 사건의 ICSID 중재법원도 국내법으
로 중재 부탁에 관한 일반적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BIT규정에 근거하여 ICSID 투자중재는 가능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중재가
제소되었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3개국은 ICSID의 투자중재를 거부하고
헌법에 칼보 독트린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였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독점을 확립하고,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정부출연
기관이나 공공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자원개발을 하도록 강요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자원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소요되는 모험투자이다. 이들 국가의 법은 그동안의 정책과 달리, 정부와 관
련된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때 국제투자중재나 외국법원
의 사용을 금하고 국내법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진출, 특히 정부나 공공기업과의 사업계약에 큰 부담이 따
르게 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대표적인 멕시코나 브라질은 ICSID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법 또는 국가 실행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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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남미 3개국의 중재법과 중재협정 현황 ❚
상사중재

투자중재

국가

국내중재법
(제/개정)

뉴욕
협약
(1957)

파나마
미주협약
(1975)

ICSID
(1965)

BIT
(발효수)

FTA
(발효수)

베네수엘라

1998/2009

1995

1985

1995

24

0

에콰도르

1997/2005/
2006

1962

1991

1986~
2010

17/24

0

볼리비아

1997

1995

1999

1995~
2007

전면
재검토

2

제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즉 협약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제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5-1]은 3
개국의 중재법과 중재협정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들 3개국이 좌파정부 이
전에는 주요 국제협약에 전부 가입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존하여 투자보호를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무
엇보다 해당국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하여 정부나 업체가 국내분쟁 해결절
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는 법제 교류를 통해 이
들 국가의 국내분쟁 해결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해당국과 BIT나 FTA의 양자
협정을 통해 교역과 투자교류 및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물론 상대국들이 이
러한 국제협정에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도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이나 국제투자중재는 인정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미 UNASUR 역내 투자중재센터를 설
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기업들의 투자안정성 확보 차
원에서 베네수엘라와는 투자보장협정, 볼리비아와는 이중과세면세협정 그리
고 에콰도르와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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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1) 천연가스․ 개발법제 비교
❚ 표 5-2. 석유․천연가스 개발법제 비교 ❚
구분
해당 법률
소유권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국가
(제3조)

국가
(제5조, 제17조)

국가
(제1조)

- YPFB(100%)
- YPFB와의 계약을 통해
허가(단, YPFB의 지분은
최소 51%), 최대 40년
(제17조, 제65조)

- 원칙: 국가가 직접 탐사와
개발
- 예외: 국가는 국내외 관련
분야 회사에 양허(제2조)

- 원칙: 정부직접(제9조)
- 방식 : 공기업(100%) 또는
개발⋅탐사권 정부참여 합작기업 (empresa
mixta, 경영권은 정부 소
유) (제22조)

국내외
자본참여
방식

정부참여 합작기업

서비스 계약,
용역계약,
합작투자계약(제65조)

합작개발 계약, 지분참여 계
약, 청부작업 계약
및 위임계약(제2조)

관할부서

에너지⋅석유부
(제8조)

탄화수소 에너지부(제9조)
YPFB(제6조, 제22조)

비재생천연자원부,
탄화수소청(제6조)
- 탄화수소 부산물 판매⋅공
급⋅저장: 에콰도르 석유
공사와 민간석유기업(제68
조)
- 탄화수소 판매-에콰도르 석
유공사만(제69조)

- 민간기업(제12조)
YPFB 담당,
정제⋅유통 - 방식: 라이선스
YPFB와의 계약
⋅판매
- 기간: 25년+15년 연장=
(86조)
최대 40년(제13조)
- 개발, 탐사, 정제, 유통,
개인소유지 운송 등에 필요시(제38조)
의 수용 - 방식: 토지소유자와 위임
계약(제40조)

개발, 탐사, 운송 등에 필
요 시 YPFB로부터 승인을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해 수
받아 수용 가능
용할 수 있음(제91조)
(119조)

- 로열티 18%(제52조)
탄화수소 직접세 32%
- 석유에 대한 국가 로열티:
(제53조)
로열티, 세금
추출석유의 20~30%
및 공과금
- 특별세 32%
- 방식: 현금 또는 현물
방식: 현금 또는 현물
(제55조)

시장진입금, 지표세, 로열티,
보상금, 보상토건세, 석유판
매 초과잉여금, 석유운송세,
석유세(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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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계속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 탐사개발 첫 10년간 면세관련장비 수입세(단 국내
생산 불가능 품목),
- 건설장비 5년간 면세-법
적 근거: 산업진흥법(제87
조)

로열티,
세금 및
공과금

세금: 토지면적세, 소비세,
세금: 특허료, 법인세
일반소비세, 채굴세, 수출
(재47조, 제50조)
등록세(제48조)

노동자
규정

모든 근로자 정규직 채용 외국인 노동자는 15%를 기술직 근로자: 90% 내국
의무(제32조)
초과할 수 없음(제15조)
인, 10% 외국인(제29조)

위반 규정

벌금과 활동중단
(제66조)

벌금, 활동중단, 권한 박 벌금 및 영업정지
(제77조, 78조)
탈(제110조)
탐사개발권의 실효(제74조)
탄화수소 탐사개발계약의 이
전 및 제3자 양도는 무효
(제79조)

기타
특이사항

2) 광물자원 개발법제 비교
❚ 표 5-3. 광물자원 개발법제 비교 ❚
구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해당 법률
(광업법)
소유권

국가(제2조)

볼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광업법)

에콰도르
(광업법)

국가(제1조)

국가(제16조)

정부직접, 양허, 소규모 광 국가가 관할 감독관을 통해 정부직접(국립광업공사), 양
개발⋅탐사
업, 광업조합, 영세광업
국내외 개인, 단체, 광업협 허, 소규모 광업, 수작업 광
⋅광업권
(제7조)
동조합에 허가(제2조)
업, 영세광업(제21조)
-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국
내외 자연인과 법인
국내외
(제17조)
자본참여 - 상법 규정된 법인을 통해
참여(제18조)
방식
- 외국기업은 국내거주 대
리인 필요(제19조)

관할부서

에너지광산부
(제6조)

- COMIBOL, 국내외 개인,
단체, 광업협동조합 가능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외
(제21조)
자연인, 법인, 외국인 및 외
- 국영기업과 합작(제76조)
국법인(제18조)
- 모든 주체는 국내거주 필
요(제77조)

광산감독관
(제117조)

21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에너지광산부
(제7조)

❚ 표 5-3. 계속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 광업 양허기간 25년 및 25
- 광업 양허기간 20년 및
년 연장 가능, 의제승인의
10년 연장 가능(제25조)
경우 10년 연장 가능(제36
광업 양허에 대한 최대기간
- 양허계약상 탐사⋅광업권
조)
은 미정이며, 광업 양허기
- 양허계약상 탐사⋅광업권
광업양허 의 물권적 성격(제29조).
간은 1년 단위로 갱신
의 물권적 성격(제29조).
- 채광을 위한 광업권의 양
(신헌법 제8조)
- 채광을 위한 광업권의 양
도, 담보, 재임대, 하도급
가능(제29조)
도, 담보, 재임대, 하도급
가능(제29조)

광업양허
취득

- 관할지역 광산감독관에
- 에너지광산부에 광업권
신청(제126조)
취득원 신청(제40조)
- 광산감독부에서 공적증서
- 광업탐사권 발급(제45조)
발행(제135조)

정부의 공개경매(모든 금속
광업권), 공개입찰(만기된 광
업권, 반환된 광업권)
(제29조)

광업권자의 지역권 설정, 광업지역권의 일시적 부분
개인소유지
지역권설정
적 설정, 조정 및 소멸
일시적 점유 및 수용
의 수용
(제5편, 제3장)
(제1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광업권

세금 및
공과금

- 광업권자는 채굴 전 예상
매출액의 5%를 에너지광
산부에 공탁(제60조)
광업권의 개념 안에 광업권
- 채굴기간 7년 및 최대 1
포함. 특별한 조항 없음.
년 연장(제61조)
- 소규모 광업권은 10년(제
64조)

- 지표세: 광업권 부여 4년
째부터(제90조)
- 채굴세: 광물채취부터 발
생(제90조 제2항): 금⋅은
⋅백금⋅백금 혼합물은 카
라카스 상업가치의 3%, 다
이아몬드 및 보석은 4%,
기타광물 3%

- 소규모 광업권 10년
(제134조)
- 광부는 최소 80%까지 에
콰도르 인 고용의무
(제75조)

- 일반 광업권자의 이익의
3%는 근로자에게, 12%는
국가에, 소규모 광업권자는
이익의 10%는 근로자에게,
5%는 국가에 분배
(제62조)
- 로열티
- 연간 특허료 지불(제48조)
광물판매액: 5%
- 로열티(제97조)
광물소득세: 25%
- 로열티 적용 세율(제98조)
광물이익세: 12%
특별소득세: 70%
부가가치세: 12%
로열티의 60%: 지역발전기
금(이 중 50%는 원주민세)
소규모 광업의 로열티: 3%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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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계속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 부과금 미납(제111조)
- 탐사보고서 미제출, 광업활
동 및 최저투자 미비
(제1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 생산보고서 미제출
채굴중단(제99조)
- 특허료 미지불(제49조)
(제113조)
- 세금 또는 과태료 1년 이
광업권
- 자진반납(제63조)
- 무허가 채굴, 허위보고
상 체납(제99조)
- 불법신청으로 인한 광업 (제113조)
소멸원인
- 과태료 납부를 6개월 내
- 광업 단위구역 변경
권 소멸(제66조)
3회 이상 위반(제99조)
(제114조)
- 자진반납(제100조)
- 환경훼손(제115조)
- 국가문화유산 훼손
(제116조)
- 인권위반(제117조)

광업권
양도

광업감독국의 사전승인하에
광업등기소에 등록 요
(제125조)

존속 잔여기간과 의무 동시
양도(제104조)

불법 광물채굴은 피해액의
위반 규정
광권 몰수(제65조)
5배 벌금(제109조)

불법채굴⋅밀거래는 관련장
비,기계⋅도구는 몰수/불법채
굴 거래량만큼 벌금부과
(제57조)

3)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
❚ 표 5-4. 3개국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투자진흥보호법
Decree N° 356/1999 투자보 1990년 9월 17일 법령 (Ley de promoción y
외국인
호⋅촉진법(Ley de Protección N°1182를 통해 투자법(Ley garantiá de las invesiones)
투자법
y Promoción de Inversiones) de Inversión) 제정
Ley No. 46. RO/219 1997
년 12월 19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
내국인과 동일한 권한을 갖
해 유효하게 통제되는 투자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재
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외국인 재산 및 투자, 직접투자와
화와 서비스 부문의 생산을
의한 투자, 투자재산 및 직
투자 정의 역내투자 및 안데스 다국적
위해서 국내로 반입된 외국
접⋅간접투자를 모두 포괄
기업에 의한 투자를 모두
자본(제12조)
함(제2조)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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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계속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외국인 투자에 관한 허가
외국인 투자의 사전심사제
및 승인절차 없음. 단, 주식
외국인 도 없음. 그러나 외국인 투
회사는 회사정관과 주주명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의 자는 외국인투자감독청
부를 작성한 후 60일 이내 투자 등록(제15조)
등록의무 (SIEX)에 국내 반입 60일
에 해당 지역의 상업등기소
내 등록의무 있음.
등록 의무.
외국인 투자가는 국제법에
의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
받음. 투자의 유지, 관리, 확
내외국 대, 매각이나 청산 등에 있어
투자가 차별조치 금지. 헌법이나 법
차별대우 에 정한 제한이나 예외 규정
을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
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
자자가 속한 회사 및 단체
는 법적 제약 없이 국내 투
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보장을 받음(제2조).

내국민대우: 외국인은 국가
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
문에 투자 가능(수산상공부
의 사전허가 없이) (제13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
외국인
별이 없음. 따라서 내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차
인센티브
별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
센티브 없음.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자는 볼리비아 정부가 인정
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
인 사이에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차별은 없음(제11조).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
별이 없음. 따라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차
별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
센티브 없음.

TV, 라디오, 신문, 전문직
외국자본 서비스 등은 국내기업만 참
참여금지 여 가능. 석유와 천연가스의
분야 탐사, 채굴, 제조, 정제, 운송,
저장, 판매 등은 국가독점

투자법에는 외국자본 참여
금지 조항은 없으나, 탄화수
소 개발에 있어 YPFB가
독점 운영하며, YPFB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

외국인은 국가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투자 가
능(수산상공부의 사전허가 없
이)(제13조)

납세 후 투자원금, 과실, 이
투자원금 익 등은 자유롭게 송금 가능.
이나 재정위기 시 일시적인 (차별
과실송금 적이지 않은 형태의) 송금
제한 가능

투자자의 재산권 보장. 자본
의 유입 및 반출과 기술이
전, 기타 상업활동에 의한
배당금, 수익, 로열티 등의
해외송금에 대한 제약 없음
(제5조).

외국인 투자 보장: 당해 세금
납부 후 투자원금,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가능(제17조).
투자지분의 기타 외국인에게
자유매각 허용.
국내 금융기관의 장⋅단기
대출신청 가능

노동조직법은 10인 이상 회
사의 경우 총 피고용인의
90% 이상이 베네수엘라 인
이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수는 총지급의 20%를 넘
외국노동
지 못하도록 규정. 국내 전
자의 고용
문가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
로 비율조정 가능. 산업관계
담당자, 인력 담당자, 선박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 등은
베네수엘라 국적인이어야 함.

노동일반법과
세부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헌법과 노동법에 특별한 규
있음. 탄화수소 개발에 따른
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
노동계약의 경우 외국인 노
별법에서 규율
동자의 비율은 15%를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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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계속 ❚
구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양자투자협정에 적극적임. 브
양자투자 라질, 칠레, 독일, 스페인, 캐 2009년 이후 모든 BIT 전
한국과 미체결
협정(BIT) 나다, 스웨덴 등과 BIT 체결. 면 재협상 선언
한국과 미체결

분쟁해결 ICSID, MIGA, 뉴욕협약,
관련 주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2007년 ICSID 탈퇴
협정 협약 당사국

MIGA, 뉴욕협약 등 국제투
자분쟁 해결협정을 맺고 있
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력은
미비하며, 자국법과 법원에
의해 해결됨. 2009년 ICSID
탈퇴.

문화협정(71), 경제기술협력
협정(86), 한국수출입은행-볼
한국과 과학기술협정(94), 문화협정
리비아 재정부 간 차관협정
체결한 (95), 이중과세방지협정(07),
(00), EDCF 차관공여 기본
주요 협정 비자면제협정(07)
협정 및 시행약정(01), 리튬
개발협정(10)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83), 외교관, 관용 사
증면제협정(83), 어업협정(84),
문화협정(85), EDCF 차관협
정(03), KOICA 자원봉사자
협정(05), 항공협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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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법

CAPÍ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FUNDAMENTALES

통칙

Sección primera

제1 절

Del ámbito de la Ley

범위

Artículo 1. Todo lo relativo a la exploración,
explotación, refinación, industrialización,
transporte, almacenamiento, comercialización,
conservación de los hidrocarburos, así
como lo referente a los productos refinados
y a las obras que la realización de estas
actividades requiera, se rige por esta Ley.

제1조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정제, 수송, 저장, 상업
화, 저장, 이러한 활동의 수행이 요구하는 정
제상품이나 노동과 같은 모든 관련된 사항은
본 법을 따른다.

Artículo 2. Las actividades relativas a los
hidrocarburos gaseosos se rigen por la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 salvo
la extracción de hidrocarburos gaseosos
asociados con el petróleo que se regirán
por la presente Ley.

제2조
기존의 법에 의해 규정되는 석유관련 탄화수소
가스의 추출을 제외한 탄화수소 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탄화수소 가스법에 의해 규정된
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a propiedad de los yacimientos

유전의 소유권

Artículo 3. Los yacimientos de hidrocarburos
existentes en el territorio nacional, cualquiera
que sea su naturaleza, incluidos aquéllos
que se encuentren bajo el lecho del mar
territorial, en la plataforma continental, en
la zona económica exclusiva y dentro de
las fronteras nacionales, pertenecen a la
República y son bienes del dominio público,
por lo tanto inalienables e imprescriptibles.

제3조
국가 영토 내에 현존하는 탄화수소 유전과 영
해 지층 속이나 대륙 지표면, 독점 경제구역,
그리고 국경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어떤 국가
소유의 자원이든지 그것들은 공화국 소유이며,
공공의 자산이다. 이는 불가양한, 절대적 국가
소유이다.

CAPÍTULO II

제2 장

DE LAS ACTIVIDADES RELATIVAS A
LOS HIDROCARBUROS

탄화수소 활동

Sección primera

제1 절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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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 Las actividades a las cuales se
refiere esta Ley, así como las obras que su
realización requiera, se declaran de utilidad
pública y de interés social.

제4조
이 법이 의미하는 활동과 실행공사는 공공이익
과 사회이익임을 선언한다.

Artículo 5. Las actividades reguladas por
esta Ley estarán dirigidas a fomentar el
desarrollo integral, orgánico y sostenido del
país, atendiendo al uso racional del recurso
y a la preservación del ambiente.
A tal fin se promoverá el fortalecimiento
del sector productivo nacional y la
transformación en el país de materias
primas provenientes de los hidrocarburos,
así como la incorporación de tecnologías
avanzadas. Los ingresos que en razón de los
hidrocarburos reciba la Nación propenderán
a financiar la salud, la educación, la
formación de fondos de estabilización
macroeconómica y la inversión productiva, de
manera que se logre una apropiada vinculación
del petróleo con la economía nacional, todo
ello en función del bienestar del pueblo.

제5조
이 법이 규율하는 활동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
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탄
화수소 생산량 증가와, 탄화수소 원자재 국가
에서 고급기술 국가로의 전환을 꾀한다. 탄화
수소에서 얻는 국가수입은 국민보건, 국민교육,
거시경제안정 및 생산투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다.

Artículo 6. Las decisiones que adopte la
República con motivo de los acuerdos o
tratados internacionales en materia de
hidrocarburos por ella celebrados, se
aplicarán a quienes realicen las actividades
a las cuales se refiere esta Ley.

제6조
국가가 채택한 탄화수소 부문의 국제협약 혹은
국제조약은 탄화수소 활동자에게 적용된다.

Artículo 7. Las actividades señaladas en esta Ley
están sujetas tanto a las disposiciones de la
misma, como a las contenidas en otras
leyes, decretos o resoluciones, dictadas o
que se dictaren, en todo cuanto les fuere
aplicable.

제7조
이 법이 정한 탄화수소 활동은 탄화수소법, 적
용가능한 기타 법률, 명령 혹은 결정에 기속된
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a competencia

권한

Artículo 8. Corresponde a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la formulación, regulación y
seguimiento de las políticas y la
planificación, realización y fiscalización de
las actividades en materia de hidrocarburos,
lo cual comprende lo relativo al desarrollo,

제8조
탄화수소 분야 활동의 정책, 계획, 수행, 예산
의 관찰과 형성, 규제 관찰, 그 외 탄화수소의
개발과 보존, 이용, 통제, 시장연구, 탄화수소
와 탄화수소 상품의 가격 선정과 분석을 포함
하여 에너지 및 석유부(Ministerio de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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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ción, aprovechamiento y control de
dichos recursos; así como al estudio de
mercados, al análisis y fijación de precios
de los hidrocarburos y de sus productos.
En tal sentido,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es el órgano nacional competente en
todo lo relacionado con la administración
de los hidrocarburos y en consecuencia
tiene la facultad de inspeccionar los trabajos
y actividades inherentes a los mismos, así como
las de fiscalizar las operaciones que causen
los impuestos, tasas o contribuciones
establecidos en esta Ley y revisar las
contabilidades respectivas.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realizará
la función de planificación a que se refiere
este artículo, en concordancia con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A los fines del
cumplimiento de estas funciones, el
Ejecutivo Nacional proveerá los recursos
necesarios conforme a las normas legales
pertinentes.
Los funcionarios y particulares prestarán a
los empleados nacionales que realicen las
anteriores funciones, las más amplias
facilidades para el cabal desempeño de las
mismas.

y Petróleo)에서 관할한다. 이처럼 에너지 및
석유부는 탄화수소 집행을 관할하는 국가 기관
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을 포함하여 본 법에서 지정한 기금이나 세금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산을 조절하거나, 이
에 관련된 회계업무를 시찰하는 부서를 갖는
다.
에너지 및 석유부는 국가개발 계획에 상응하여
본 조항이 언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 업무를
시행한다. 이 기능 성취를 위해 국가 행정부가
관련 법적 규칙에 상응하는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공무원들과 개인들은 앞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의 가장 좋은 성과를
위한 가장 폭넓은 능력을 함양한다.

Sección tercera

제3 절

De las actividades primarias

초기활동 관련

Artículo 9. Las actividades relativas
a la exploración en busca de yacimientos
de los hidrocarburos comprendidos en esta
Ley, a la extracción de ellos en estado natural,
a su recolección, transporte y almacenamiento
iniciales,
se
denominan
actividades
primarias a los efectos de esta Ley. De
conformidad con lo previsto en el artículo
302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las actividades
primarias indicadas, así como las relativas
a las obras que su manejo requiera, quedan
reservadas al Estado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sta Ley.

제9조
이 법에서 의미하는 탄화수소 유전 탐사, 탄화
수소 추출, 생산, 수송 및 초기저장을 초기활
동이라 명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헌법 제30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초기활동과
기타 초기활동 관련사업은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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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ión cuarta
De las actividades
comercialización

제4 절
de

refinación

y

Artículo 10. Las actividades relativas a la
destilación, purificación y transformación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comprendidos
en esta Ley, realizadas con el propósito de
añadir valor a dichas sustancias y la
comercialización de los productos obtenidos,
configuran actividades de refinación y
comercialización y pueden ser realizadas
por el Estado y los particulares, conjunta o
separadamente, conforme a lo dispuesto en
el Capítulo VIII de esta Ley.
Las instalaciones y obras existentes, sus
ampliaciones y modificaciones, propiedad
del Estado o de las empresas de su exclusiva
propiedad, dedicadas a las actividades de
refinación de hidrocarburos naturales en el
país y al transporte principal de productos
y gas, quedan reservadas al Estado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sta Ley.
Artículo 11. Las refinerías a ser construidas
deberán responder a un plan nacional para
su instalación y operación y deberán estar
vinculadas a proyectos determinados aprobados
por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Estas refinerías
deberán estar dirigidas, principalmente, a la
modernización de los procesos a ser utilizados
y a la obtención de combustibles limpios.
Artículo 12. Las empresas para ejercer las
actividades de refinación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deberán obtener licencia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quien
podrá otorgar la previa definición del
correspondiente proyecto y conforme a lo
establecido por esta Ley y su Reglamento.
La cesión, traspaso o gravamen de las
licencias deberá contar con la previa
aprobación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정제와 상업화 활동 관련

제10조
이 법에서 의미하는 탄화수소 생산물의 부가가
치와 상업화를 목적으로 탄화수소의 증류, 정
화 및 변화 활동은 정제 및 상업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 법 제8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는 국가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국내 탄화수소 정제활동 혹은 탄화수소 생산물
과 가스수송에 종사하는 기업 소유물, 현존 탄
화수소 시설물, 확장 혹은 변경된 시설물은 탄
화수소법에 따라 국가소유이다.

제11조
건설될 정유공장은 정유공장 건설 및 운영 국
가계획에 따라야 하며, 에너지 및 석유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유공장은 정유공정의
현대화 그리고 클린 연료의 채취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제12조
탄화수소의 정제기업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라
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과 시행령이 정
한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석유부는 프로젝트
사전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양도 혹은 담보제공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이다. 강제집행에 의한 양도의 경우
국가가 집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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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óleo, sin la cual no surtirán efectos. En
caso de traspasos forzosos por ejecución, el
Estado podrá sustituir al ejecutante previo
pago del monto de la ejecución.
Artículo 13. Para la obtención de la licencia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deberán
cumplirse los siguientes requisitos mínimos:
1. Identificación de las empresas y sus
representantes.
2. Descripción del proyecto, con indicación
de la tecnología aplicable y del destino de
los productos, así como de los recursos
económicos aplicables al proyecto.
3. Duración de la empresa o del proyecto,
la cual no será superior a veinticinco (25) años,
prorrogables por un lapso a ser acordado
no mayor de quince (15) años, si se han
cumplido los requisitos del proyecto.
4. Indicación de las ventajas especiales que
se ofrezcan a favor de la República.

제13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한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과 그 대표자의 신원.
2. 적용기술과 상품의 목적지, 프로젝트에 적
용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기술.
3. 프로젝트나 기업의 지속기간. 이는 25년의
최고 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프로제트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켰을 경우 15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연장 기간을 가질 수 있다.
4. 공화국에 제공될 수 있는 특별 이점에 대한
기술.

Artículo 14. Quienes se dediquen en el
país a las actividades de refinación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deberán inscribirse
en el registro que al efecto llevará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Igualmente
deberán asentarse en dicho registro, las
cesiones, traspasos, gravámenes o ejecuciones
de las licencias.

제14조
국내에서 탄화수소의 정제활동 종사자는 에너
지석유부의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
하게 등록, 배정, 계약, 의무 또는 허가증은 실
행 상태에 있어야 한다.

Artículo 15. En las licencias que se
otorguen para las actividades relacionadas
con la refinación de hidrocarburos
naturales, deberán indicarse expresamente
l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el artículo
34, numeral 3, literales a y b de esta Ley,
y de no aparecer expresamente, se tendrán
como insertas en el texto de la licencia.

제15조
발급받은 자연탄화수소 정제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허가증에는 34조항에 포함된 규정, 숫자
3, 본 법의 글자 a, b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시에는 허가증의 내용에
삽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Artículo 16. La cesión, gravamen y
ejecución de los derechos que otorgan las
licencias para las actividades relacionadas con
la refinación de hidrocarburos naturales,
requerirán la autorización previa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제16조
탄화수소 정제활동 라이선스 권리의 양도, 담
보제공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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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17. Las licencias otorgadas
conforme a esta Ley, serán revocables por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por la
ocurrencia de causas de revocatoria
establecidas en la propia licencia o por
realizarse su cesión, gravamen o ejecución
sin la autorización de dicho Ministerio.

제17조
에너지 및 석유부의 사전승인 없는 라이선스의
양도 혹은 담보제공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
라 라이선스의 철회 원인으로, 에너지 및 석유
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Sección quinta

제5 절

De la participación del capital nacional y
de la utilización de Bienes y servicios
nacionales

국가자본의 참여와 국가자산 및 서비스 이용

Artículo 18. El Ejecutivo Nacional adoptará
medidas que propicien la formación de
capital nacional para estimular la creación
y consolidación de empresas operadoras, de
servicios, de fabricación y suministro de
bienes de origen nacional para las
actividades previstas en esta Ley. En tal
sentido, el Estado, los entes y las empresas
a que se refiere esta Ley, deberán
incorporar en sus procesos de contratación,
la participación de empresas de capital
nacional en condiciones tales que se
asegure el uso óptimo y efectivo de bienes,
servicios, recursos humanos y capital de
origen venezolano.

제18조
국가 행정부는 이 법에 예기된 활동들에 대해
국내 원산제품의 공급, 제조, 서비스, 작업 기
업의 견고화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본 형성을 위한 방법을 채택한다. 이에 이
법에서 언급하는 국가, 법, 기업은 자원, 서비
스, 인적자원, 국가자본의 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약의 과
정, 국가자본 기업의 참여에 합의하여야 한다.

Sección sexta

제6 절

De las obligaciones derivadas
actividades sobre hidrocarburos

de

las

탄화수소 활동의 의무

Artículo 19. Las person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a las cuales se refiere esta Ley,
deberán hacerlo en forma continua y
eficiente, conforme a las normas aplicables
y a las mejores prácticas científicas y técnicas
disponibles sobre seguridad e higiene,
protección ambiental y aprovechamiento y uso
racional de los hidrocarburos, la conservación
de la energía de los mismos y el máximo
recobro final de los yacimientos.

제19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
자들은 사용의 최대 회복에 대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적합한
규정과 최고 수준의 과학적 실용성 그리고 안
전과 위생, 환경 보전, 활용, 탄화수소의 합리
적 이용, 에너지 보존, 그리고 유전, 해당 활동
을 해나가야 한다.

Artículo 20. Las personas que realicen las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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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dades a las cuales se refiere esta Ley,
están en la obligación de suministrar al
Ejecutivo Nacional toda la información que
éste requiera, relacionada con el ejercicio
de dichas actividades. A tal fin aquéllas
que
realicen
actividades
primarias
conjuntamente con actividades industriales
y comerciales, deberán llevar y presentar
por separado las cuentas relativas a tales
actividades. El Ejecutivo Nacional guardará
la confidencialidad de la información
suministrada, cuando el interesado así lo
solicite y sea procedente.

이 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
들은 해당 활동에 관계하여 국가 행정부가 원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산업, 상업 활동과 함께 초기활동을 하는 이들
은 이 활동들에 대해 각각 따로 가지고 제출
해야 한다. 국가 행정부는 요구된 정보는 적합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의 기밀을 보장한다.

Artículo 21. Las person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de almacenamiento, transporte y
distribución previstas en esta Ley, están
obligadas a permitir el uso de sus instalaciones
a otros almacenadores, transportistas o
distribuidores, cuando dichas instalaciones
tengan capacidad disponible para ello y así
lo exija el interés público o social. Tal uso
se realizará en las condiciones que las
partes convengan. A falta de acuerdo,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fijará las
condiciones para la prestación del servicio.

제21조
이 법에 예기된 유전, 운송, 유통에 관련된 활
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그들이 가진 기
계 장비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유전이
나, 운송, 유통자에게 그 기기의 대여를 허락
해 줄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것은 양측에 유
용할 때 이루어진다. 합의에 모자란 부분은 에
너지 및 석유부가 대여 서비스를 위한 상황을
조절한다.

CAPÍTULO III

제3 장

DEL EJERCICIO DE LAS ACTIVIDADES
PRIMARIAS

초기활동의 수행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 forma y condiciones para realizar las
actividades primarias

초기활동의 방식과 조건

Artículo 22. Las actividades primarias
indicadas en el artículo 9 de esta Ley, serán
realizadas por el Estado, ya directamente
por el Ejecutivo Nacional o mediante empresas
de su exclusiva propiedad. Igualmente
podrá hacerlo mediante empresas donde
tenga control de sus decisiones, por mantener
una participación mayor del cincuenta por
ciento (50%) del capital social, las cuales a
los efectos de esta Ley se denominan

제22조
이 법의 제9조에서 가리키는 초기활동들은 국
가 행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독점 소유
권을 가진 기업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또한 이는 공공자본의 5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 대한 결정 통제
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이 법에서 효력을 가진 합작회사로
명명된다. 이와 같이 초기활동을 수행하는 기
업들이 수행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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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as mixtas. Las empresas que se
dediquen a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primarias serán empresas operadoras.
Artículo 23.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delimitará las áreas geográficas
donde las empresas operadoras realizarán
las actividades primarias. Dichas áreas,
serán divididas en lotes con una superficie
máxima de cien kilómetros cuadrados (100
km2).

제23조
국가 행정부는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
로서, 수행 기업들이 초기활동을 수행하기 될
지리적 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 구역은 최
대 100km²의 면적 단위로 나뉜다.

Artículo 24. El Ejecutivo Nacional mediante
Decreto podrá transferir a las empresas
operadoras, el derecho al ejercicio de las
actividades primarias. Asimismo, podrá
transferirles la propiedad u otros derechos
sobre bienes muebles o inmuebles del dominio
privado de la República, requeridos para el
eficiente ejercicio de tales actividades.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revocar esos
derechos cuando las operadoras no den
cumplimiento a sus obligaciones, de tal
manera que impida lograr el objeto para el
cual dichos derechos fueron transferidos.

제24조
국가 행정부는 법적으로 초기활동 수행 권한을
수행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유권이나
국가소유 유⋅부동 자산에 대한 권한을 옮길
수 있다. 국가 행정부는 수행자들이 그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
된 권한 이동의 목적에 방해가 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Artículo 25. Las empresas operadoras
podrán realizar las gestiones necesarias
para el ejercicio de las actividades que se
les hayan transferido y celebrar los
correspondientes contratos, todo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u otras que
les fueren aplicables.

제25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에게 이행된 활동의 작업에
필요한 일이나, 이 법의 조항에 맞는 모든 혹
은 승인된 계약들을 이행할 수 있다.

Artículo 26. Las empresas operadoras podrán
establecer o contribuir al mantenimiento de
institutos de experimentación, investigación,
desarrollo tecnológico y universidades, que
sirvan de soporte técnico a sus operaciones,
así como crear y mantener centros de
entrenamiento de personal vinculado a las
actividades contempladas en esta Ley, debidamente
armonizados con el funcionamiento y
desarrollo de otros centros e institutos que
con similares propósitos existan en el país.

제26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의 작업의 기술을 위해 시
행되는 실험, 조사, 개발 기술이나 대학을 설
립⋅건설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말하는 활동
에 연관된 개인 훈련센터를 국내 현존하는 비
슷한 목표의 기관이나 단체의 개발이나 기능과
조정하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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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as empresas del Estado

국영기업

Artículo 27.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mediante Decreto en Consejo de Ministros,
crear empresas de la exclusiva propiedad
del Estado para realizar las actividades
establecidas en esta Ley y adoptar para
ellas las formas jurídicas que considere
convenientes, incluida la de sociedad
anónima con un solo socio.

제27조
국가 행정부는 법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법
에서 지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기
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한 동업자와의 주식회
사를 포함하여 이 기업들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고려한 법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Artículo 28. Sin desmejorar la reserva
establecida en esta Ley, las empres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podrán crear
otras empresas para el desarrollo de sus
actividades, previa aprobación de la respectiva
Asamblea de Accionistas. Así mismo,
deberá obtenerse esa aprobación para modificar
el objeto de las empresas creadas, así como
para fusionarlas, asociarlas, disolverlas,
liquidarlas o para cualquier otra modificación
estatutaria. Igual autorización será necesaria
para las empresas a ser creadas por las
empresas filiales.

제28조
이 법에서 세운 법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주주조합의 승인하
에 그들 활동의 개발을 위한 다른 회사를 설
립할 수 있다. 동일하게 설립 회사의 목표, 기
능, 연계, 폐업, 청산, 혹은 어떤 법적 수정 내
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Artículo 29. Las empresas petroleras
estatales se regirán por esta Ley y su
Reglamento, por sus propios estatutos, por
las disposiciones que dicte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y por las del derecho
común que les sean aplicables.

제29조
국가 석유 기업들은 이 법과 그 규정, 그들의
신분,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국
가 행정부 감시하의 규정, 그리고 그들에게 승
인된 공통 법에 의해 적용된다.

Artículo 30.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ejercerá las funciones de inspección y
fiscalización de las empresas petroleras
estatales y sus filiales, tanto en el ámbito
nacional como en el internacional y dictará
los lineamientos y las políticas que deban
cumplirse sobre las materias a que se
refiere esta Ley.

제30조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가 행정
부는 국제적이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석
유기업과 그 자회사들의 예산과 감찰 기능을
수행하며, 이 법에서 언급하는 물질들에 대해
지켜야 할 정책과 지침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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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31. La constitución, los aumentos
de capital social de las empresas del
Estado o de sus filiales, provenientes de la
revaluación de activos o de dividendos, que
impliquen la emisión de acciones que sean
suscritas por el Estado o dichas empresas,
así como la fusión de empresas del Estado
o sus filiales y la transferencia de activos
entre las mismas, no estarán sujetos al
pago de tributos relativos al registro de
esas operaciones.

제31조
국가 기업이 자산이나 배당금의 재평가에서 비
롯되어 앞서 언급된 기업이나 국가에 배정될
활동들을 포함하는 자회사, 기업, 국가기업의
기능이나 그 자회사와 그들 사이에서의 교환작
업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나 설립은 이러한
작업의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 지불 대상이 되
지 않는다.

Artículo 32. Los trabajadores y trabajadoras
de las empresas petroleras estatales, con
excepción de los integrantes de las Juntas
Directivas de las empresas, gozarán de
estabilidad en el trabajo y sólo podrán ser
despedidos por las causales expresamente
consagradas en la legislación laboral.
Igualmente, el Estado garantizará el régimen
actual de contratación colectiva y el goce de
las reivindicaciones sociales, económicas,
asistenciales, sindicales, de mejoramiento
profesional y todas aquellas establecidas en
la contratación colectiva y en la legislación
laboral, así como aquellos bonos o primas
y demás percepciones y emolumentos que,
como incentivo a la eficiencia y que por uso
y costumbre y por aplicación de normas de
administración de personal, tradicionalmente
vienen disfrutando los trabajadores conforme
a la política seguida por las empresas en
esa materia.
Asimismo, el Estado garantizará el disfrute de
los planes de jubilación y sus respectivas
pensiones para los trabajadores jubilados
antes de la promulgación. Estos planes de
jubilación, así como también todos los
otros planes de beneficio al trabajador
instituidos por las empresas, incluidos los
de fondos de ahorros de los trabajadores se
mantendrán en vigencia y sin perjuicio de
la contratación colectiva.

제32조
국가 석유 기업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종사자
들은 정규직에 종사하게 되고, 다만 노동법에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다. 국가
는 공공계약의 현 정책을 유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복지, 노동조합이나 전문적 개선, 모든
공공계약, 노동법에서 세워진 사항이 보증된다.
또한 피고용인들은 추가적 인식, 또는 보수적
인 면에서 효율성에 대한 장려금이나 활용, 관
습, 인사 적용에서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기업에 의해 내려오는 정책에 맞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가는 퇴직자들의 은퇴 공포 이전
에 관련 연금이나 은퇴 계획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은퇴 계획은 저축 기금을 포
함하여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계약에 대한 편견 없이 정당하
게 유지된다.
국가교육협동기관(Instituto Nacional de Cooperación
Educativa)과 관련된 법에 포함된 규정은 국
가에 종속된 탄화수소의 상업, 기업법에 적합
하게 성장한 기업들에 적용된다.
노동자들의 이익에 연관되는 신탁(fideicomiso)
은 적합한 공공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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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la ley que
creó al Instituto Nacional de Cooperación
Educativa, continuarán aplicándose a las
empresas creadas de conformidad con la
ley que reservó al Estado la industria y el
comercio de los hidrocarburos.
Los fideicomisos constituidos en beneficio de
los trabajadores se regirán por las modalidades
de la contratación colectiva convenida.
Sección tercera

제3 절

De las empresas mixtas

민관혼합회사

Artículo 33. La constitución de empresas
mixtas y las condiciones que regirán la
realización de las actividades primarias,
requerirán la aprobación previa de la Asamblea
Nacional, a cuyo efecto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deberá informarla de todas las
circunstancias pertinentes a dicha constitución
y condiciones, incluidas las ventajas especiales
previstas a favor de la República. La
Asamblea Nacional podrá modificar las
condiciones propuestas o establecer las que
considere convenientes. Cualquier modificación
posterior de dichas condiciones deberá
también ser aprobada por la Asamblea
Nacional, previo informe favorable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y de la
Comisión Permanente de Energía y Minas.
Las empresas mixtas se regirán por la
presente Ley y, en cada caso particular,
por los términos y condiciones establecidos
en el Acuerdo que conforme a la ley dicte
la Asamblea Nacional, basado en el
Informe que emita la Comisión Permanente
de Energía y Minas, mediante el cual apruebe
la creación de la respectiva empresa mixta
en casos especiales y cuando así convenga
al interés nacional. Supletoriamente se
aplicarán las normas del Código de Comercio
y las demás leyes que les fueran aplicables.

제33조
민관혼합회사의 설립과 초기활동 수행을 결정
할 조건들은 의회(la Asamblea Nacional)의
우선적 승인이 필요하며, 이의 효능을 위해 에
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는 공화국의
요청에 의해 사전적 특별 이점을 포함하여 해
당 사항의 조건과 설립에 우선한 모든 상황의
정보를 국가 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의
회는 필요 조건을 수정하거나 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그 조건들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조
건의 어떠한 후 개선은 에너지 및 석유부나
에너지 및 광물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검토 후
국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관혼합회
사는 현 법에 의해 유효하지만, 특별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 의원회가 발행한 규정에 의거
하여 특별 합작회사의 성장을 확실시 하고, 국
가이익에 배가 될 경우 국회 직속법에 의한
합의에서 비롯된 조건이나 규정에 의해 유효하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법 규정이나 적용 가
능한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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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34. Las condiciones a las cuales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deberán
cumplir los requisitos mínimos siguientes:
1. Duración máxima de veinticinco (25)
años, prorrogable por un lapso a ser
acordado por las partes, no mayor de
quince (15) años. Esta prórroga debe ser
solicitada después de cumplirse la mitad
del período para el cual fue otorgado el
derecho a realizar las actividades y antes
de los cinco (5) años de su vencimiento.
2. Indicación de la ubicación, orientación,
extensión y forma del área donde haya de
realizarse las actividades y las demás
especificaciones que establezca el Reglamento.
3. En las condiciones deberán estar incluidas
y cuando no aparezcan expresamente, se
tendrán como incorporadas en las mismas
las cláusulas siguientes:
a. Las tierras y obras permanentes,
incluyendo las instalaciones, accesorios y
equipos que formen parte integrante de
ellas, cualesquiera otros bienes adquiridos
con destino a la realización de dichas
actividades, sea cual fuere su naturaleza o título
de adquisición, deberán ser conservados en
buen estado para ser entregados en
propiedad a la República, libre de gravámenes
y sin indemnización alguna, al extinguirse
por cualquier causa los derechos otorgados,
de manera que se garantice la posibilidad
de continuar las actividades, si fuere el
caso, o su cesación con el menor daño
económico y ambiental.
b. Las dudas y controversias de cualquier
naturaleza que puedan suscitarse con motivo
de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y que no
puedan ser resueltas amigablemente por las
partes, incluido el arbitraje en los casos
permitidos por la ley que rige la materia, serán
decididas por los Tribunales competentes
de la República, de conformidad con sus
leyes, sin que por ningún motivo ni causa

제34조
전 조항과 관계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최대 운영 기간은 25년이며, 양측 동의 시
최대 1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
다. 이 연장은 법이 부여한 실행 기간의 반을
넘긴 후, 유효 기간 5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수행 활동 시행 지역의 형성, 확장, 기원,
위치의 명시와 그 외의 규정을 설정할 특이
사항들
3. 이러한 조건들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수반된다.
a.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어
떤 제품이나, 이에 필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기
기와 부속품을 포함하여 영구적 영토와 노동,
그 본위나, 부가적 성질을 가진 것들은 국가에
귀속되기에 흠이나 어떤 배상 상태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해
시효가 종식될 때 그 기능의 연장이 보장되며,
이에 어긋날 경우 경제적⋅환경적으로 최소한
의 손해와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b. 수행활동 목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자
연적 의구심이나 논쟁, 이 분야에 해당되는 법
에 의해 허용된 재판을 포함하여 양측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목적
이나 이유로 국외에서의 주장에 선례를 줄 수
없는 한 국가에서 정한 법원 재판에 의해 법
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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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dan dar
extranjeras.

origen

a

reclamaciones

Artículo 35. La República no garantiza la
existencia de las sustancias ni se obliga al
saneamiento. La realización de las
actividades se efectuará a todo riesgo de
quienes las realicen en lo que se refiere a
la existencia de dichas sustancias. Tales
circunstancias en todo caso, deberán hacerse
constar en el instrumento mediante el cual se
otorgue el derecho a realizar las actividades
y para el caso de no constar expresamente,
se tendrán como incorporadas en el texto
del mismo.

제35조
국가는 실질적 존속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의
재편성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해당 활동의 수
행은 실재 존속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에게 모
든 위험의 부담이 전가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이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통해 기관 내에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내용
이 수반된다.

Artículo 36. En los instrumentos mediante
los cuales se otorgue el derecho a realizar
las actividades, se podrán establecer
ventajas especiales para la República, tales
como el aumento de la regalía, de las
contribuciones u otras contraprestaciones
previstas en esta Ley; el empleo y cesión de
nuevas y avanzadas tecnologías, así como
el otorgamiento de becas, oportunidades de
entrenamiento técnico u otras actividades
de desarrollo del factor humano.

제36조
해당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는 국가를 위한 이점을 위해 이 법에
서 예기한 고려 사항들이나 기여도에 따른 특
별 수당의 증대, 혹은 고용이나 신규 할당, 진
보 기술, 혹은 장학금 수여나 기술적 고용 기
회와 같이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Artículo 37. Para la selección de las operadoras,
el organismo público competente promoverá
la concurrencia de diversas ofertas. A éstos
efectos,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creará los respectivos comités para fijar las
condiciones necesarias y seleccionar a las
empresas.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podrá suspender el proceso de
selección o declararlo desierto, sin que ello
genere indemnización alguna por parte de
la República.
Por razones de interés público o por
circunstancias especiales de las actividades
podrá hacerse escogencia directa de las
operadoras, previa aprobación del Consejo
de Ministros.

제37조
수행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공공 관계 기관
은 각기 다른 작업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는
필요조건을 정하기 위해 관련 의회를 설립하
며, 해당 기업들을 선정한다. 에너지 및 석유
부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배상 조치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이 선정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이
를 공포할 수 있다.
공공 이익과 해당 활동의 특수 경우에 따라
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의 승인에 앞
서 수행자들의 직접적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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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ÍTULO IV

제4 장

DE LOS DERECHOS COMPLEMENTARIOS

추가 권리

Sección primera

제1 절

Ocupación temporal, expropiación y servidumbres

일시적 점유, 수용, 지역권 관련

Artículo 38. Las personas autorizadas para
ejercer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extracción,
recolección, transporte y almacenamiento iniciales,
procesamiento y refinación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tendrán el derecho de solicitar la
ocupación temporal o la expropiación de bienes,
según fuere el caso, así como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a favor de la actividad.

제38조
탄화수소 자원의 정제, 시험, 초기 유통, 운송,
채취, 개발, 탐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은 일시적 점령이나 자원의 수
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당 활동에 맞는 사
용권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Artículo 39. En lo referente a la expropiación,
se aplicarán l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la ley especial que rige la materia.

제39조
수용에 관한 것은 해당 분야에 적용할 법의
내용에 포함된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os procedimientos

절차

Artículo 40. Cuando las servidumbres hayan
de constituirse sobre terrenos de propiedad
privada, las personas autorizadas celebrarán
con los propietarios los contratos necesarios.
De no lograrse avenimiento, las personas
interesadas podrán ocurrir a un Tribunal de
Primera Instancia en lo Civil, con jurisdicción
en la localidad, para que éste autorice el
comienzo de los trabajos. El solicitante
señalará con precisión las áreas y bienes que
serán afectados y los trabajos a realizarse
y llenará en dicha solicitud todos los
requisitos que fueren procedentes. La
solicitud de constitución de servidumbre
indicará: 1. El nombre del propietario, así
como el de quienes tengan algún derecho
sobre el bien objeto de la servidumbre, si fuere
conocido. 2. Los bienes que serán afectados
por la servidumbre, así como las áreas que
se requieran y los trabajos a realizarse.
Asimismo los datos concernientes a la
propiedad y gravámenes que pudieran existir
sobre el bien. 3. El plazo de duración y

제40조
개인 소유지에 사용권이 행사될 경우 위임자들
은 토지 소유자와 필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를 행하고자 하
는 이는 시민으로서 지역 관할권과 함께 일의
시작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는 해당 지역과 영향을 받을 자산,
그리고 수행하게 될 작업을 구제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요청 사
항에 기입해야 한다. 사용권의 요청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1. 토지 사유자의 이름과 수리 목적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의 이름을 알 경우 해당
자의 이름
2. 수리 설비의 영향을 받게 될 자산과 필요한
지역, 그리고 수행하게 될 작업
3. 수리 작업 기간과 그 외 관련 상황
4. 양수인이 판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 외 자료들
법원에서는 사전에 서류를 받고, 같은 날 피요
청자에게 소환장 발송 이후 발생 가능한 손해
를 정할 전문가의 임명까지 발송 3일째 되는
날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소환장

237

부록 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

demás condiciones de la servidumbre. 4.
Otros datos que el concesionario considere
necesarios para ilustrar al juez.
Recibida la solicitud anterior, el Tribunal,
el mismo día, ordenará la citación del
afectado para que comparezca al tercer día
de despacho siguiente al de la citación, al acto
de designación de expertos para determinar
los posibles daños. Si no se logra la
citación, el Tribunal, ordenará publicar un
cartel en un periódico de mayor circulación
nacional y regional, emplazando al afectado
a comparecer al tercer día de despacho
después de la consignación de la referida
publicación, en cuya oportunidad se procederá
a nombrar los expertos indicados para que
dictaminen sobre los posibles daños y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a que haya
lugar. En la oportunidad señalada para la
comparecencia del afectado, el solicitante
designará un experto y el afectado designará
un segundo experto. Si no compareciere el
afectado o se negare a nombrar el experto,
el Tribunal lo hará por él. El Tribunal
designará el tercer experto.
Los expertos designados deberán estar
presentes en el acto de designación a los
efectos de su aceptación y juramentación,
en caso contrario, el Tribunal designará sus
sustitutos. Los expertos deberán consignar
su informe dentro de los cinco (5) días de
despacho siguientes a su designación.
Una vez consignado el informe, el
solicitante dentro de los cinco (5) días de
despacho siguientes deberá depositar en el
Tribunal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estimada y dentro de los cinco (5) días de
despacho siguientes éste autorizará el
comienzo de los trabajos. Si el afectado
acepta la indemnización, el Tribunal dictará
decisión para constituir la servidumbre en
los términos solicitados. En caso de
desacuerdo, el proceso seguirá por los

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지역, 전국의 대표
신문에 관련 글을 싣도록 하여 해당 발행물의
위탁 이후 발송으로부터 피요청자가 3일째 날
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 시간 동안
발생 가능한 손해와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사
항을 조사할 지정 전문가를 지정한다. 법정 출
석을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요청자는 전문가
를 지정하며, 피요청자는 두 번째 전문가를 지
정한다. 피요청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전문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세
번째 전문가를 지정한다.
지정된 전문가들은 그의 수락과 선서 확인을
위한 지정 현장에 출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법원이 그의 대리를 이행한다. 전문가
들은 그의 임명 후의 소환장으로부터 5일 안
으로 그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요청자는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법원에 측정된 배상
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요청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피요청자
가 배상금을 받을 경우 법원은 요청 지역의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 결정문을 지시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에 의해 의견 불일치의 표시로
부터 요구에 근접한 요청은 동일 건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간에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
청자는 그의 요청에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꾸거
나 나아지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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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ámites del juicio ordinario y a tal efecto,
la solicitud se asimilará a la demanda y a
partir de la manifestación del desacuerdo,
comenzará a correr el lapso para la contestación
de la misma. Dentro de este lapso el
solicitante podrá hacer las reformas y mejoras
que considere oportunas a su solicitud.
Artículo 41. Para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sobre terrenos baldíos las personas autorizadas
deberán celebrar los convenios necesarios con
el Ejecutivo Nacional y pagar las contraprestaciones
convenidas, salvo que el Ejecutivo Nacional
resuelva exonerarlas del pago.
Cuando en los terrenos objeto de la
servidumbre hubiere mejoras de particulares,
la indemnización que corresponda a éstos,
la pagará el beneficiario de la servidumbre
y se establecerá de conformidad con el
procedimiento previsto en el artículo anterior.

제41조
불모지에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위임자는
국가 행정부와 필요한 합의를 하여야 하며, 국
가 행정부가 그 지불을 무효화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에 적합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권을 행사할 해당 토지에 특정 우세 요건
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사용권
에서 얻은 이익으로써 이를 지불하게 될 것이
며, 이전 조항에서 앞서 보았던 내용에 적합하
게 적용된다.

CAPÍTULO V

제5 장

UNIFICACIÓN DE YACIMIENTOS

유전의 통합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os yacimientos nacionales y limítrofes
con otros países

국가 유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지대 유전
관련

Artículo 42. Cuando un yacimiento de
hidrocarburos se extienda bajo áreas sobre
las cuales actúe más de un explotador, las
partes celebrarán un convenio de unificación
para su explotación, el cual estará sujeto a
la aprobación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A falta de acuerdo, ese despacho
establecerá las normas que regirán la
explotación.
Cuando el yacimiento se extienda desde
áreas atribuidas para su explotación hacia
áreas que no lo hayan sido,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adoptará las medidas
necesarias en salvaguarda de los derechos
de la República.

제42조
탄화수소 유전이 개발자보다 활동하는 지역 아
래로 더 확장될 경우 그 지역은 에너지 및 석
유부의 승인을 위한 목록에 있는 개발통합 협정
(convenio de unificación para su explotación)
을 체결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 발송은 개발 분야에서 사용하는 규
정을 이용한다.
유전이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에서부터 이
를 수행하지 않는 지역까지 확장될 경우 에너
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는 국가 법의
보호 아래 필요한 수단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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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3. Cuando un yacimiento de
hidrocarburos se extienda bajo las áreas
indicadas en el artículo 3 de esta Ley y
bajo áreas que formen parte del dominio
de países limítrofes, su explotación no podrá
realizarse sin la previa celebración de un
convenio de unificación con los países
limítrofes. A falta de oportuno acuerdo, el
Ejecutivo Nacional adoptará las medidas
necesarias para salvaguardar los intereses
de la República, incluida la revocatoria del
derecho de explotación.

제43조
탄화수소 유전이 이 법의 제3조에서 언급하는
지역 아래로 확장될 때나 이웃 국가 영토를
포함할 때, 우선적으로 이웃 국가와의 통합 협
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합의 조정이 힘든 경우 국가 행정부
가 개발법의 재편성을 포함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APÍTULO VI

제6 장

DEL REGÍMEN DE REGALÍA E IMPUESTOS

로열티(사용료, regalía)와 세금제도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 regalía

로열티

Artículo 44. De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extraídos de cualquier yacimiento, el
Estado tiene derecho a una participación de
treinta por ciento (30%) como regalía.
El Ejecutivo Nacional, en caso de que se
demuestre a su satisfacción que un yacimiento
maduro o de petróleo extrapesado de la
Faja del Orinoco, no es económicamente
explotable con la regalía del treinta por
ciento (30%) establecida en esta Ley, podrá
rebajarla hasta un límite del veinte por
ciento (20%) a fin de lograr la economicidad
de la explotación y queda facultado igualmente
para restituirla, total o parcialmente, hasta
alcanzar de nuevo el treinta por ciento
(30%), cuando se demuestre que la economicidad
del yacimiento pueda mantenerse con dicha
restitución.

제44조
어떤 유전에서이든지 축출 탄화수소의 양에 대
해서 국가가 30%의 참여 권한을 로열티로 갖
는다.
국가 행정부는 오리노코 강 일대의 초중질유
(petroles extrapesado)나 한계 유전(yacimiento
maduro)에서 보여지듯이 이 법에서 지정한
30%의 사용료를 지불하기에 경제적으로 업적
이 충분치 않은 경우 추출 수익금의 2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
으로 30%까지 회복하여 유전의 수익이 만회
될 때까지 허용한다.

Artículo 45. La regalía podrá ser exigida
por el Ejecutivo Nacional, en especie o en
dinero, total o parcialmente. Mientras no la
exigiere de otra manera, se entenderá que
opta por recibirla totalmente y en dinero.

제45조
로열티는 국가 행정부에 의해 현물 혹은 현금,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걷어진다. 다른 방법으
로는 이를 징수하지 않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나 금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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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6. Cuando el Ejecutivo Nacional
decida recibir la regalía en especie, podrá
utilizar para los efectos del transporte y
almacenamiento, los servicios de la empresa
explotadora, la cual deberá prestarlos hasta
el lugar que le indique el Ejecutivo
Nacional, quien pagará el precio que se
convenga por tales servicios.

제46조
국가 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분류에 따라 받
을 경우 운송, 유통, 추출 기업 서비스 분야
관련 자신들의 활동으로 할당 금액을 지불할
자들은 국가 행정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그
활동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Artículo 47. Cuando el Ejecutivo Nacional
decida recibir la regalía en dinero, el
explotador deberá pagarle el precio de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correspondientes,
medidos en el campo de producción y a
valor de mercado, o a valor convenido o, en
defecto de ambos a un valor fiscal fijado
por el liquidador. A tal efecto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liquidará la planilla
correspondiente, la cual deberá ser cancelada
al Fisco Nacional dentro de los cinco (5)
días hábiles siguientes a la recepción de la
misma.

제47조
국가 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개발자는 현 탄화수소의 양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며, 상품 분야, 시장 가격, 혹은 타당한
가격, 가격 결정자에 의해 정해진 예산 가치에
따른 양측의 손해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에너
지 및 석유부가 적절한 목록을 조정할 것이며,
접수 후 5일 내 숙고 후 국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os Impuestos

세금

Artículo 48. Sin perjuicio de lo que en
materia impositiva establezcan otras leyes
nacionales, las person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a que se refiere la presente Ley,
deberán pagar los impuestos siguientes:
1. Impuesto superficial. Por la parte de la
extensión superficial otorgada que no estuviere
en explotación el equivalente a cien unidades
tributarias (100 U.T.) por cada km2 o fracción
del mismo, por cada año transcurrido. Este
impuesto se incrementará anualmente en un
dos por ciento (2%) durante los primeros
cinco (5) años y en un cinco por ciento
(5%) en los años subsiguientes.
2. Impuesto de Consumo Propio. Un diez
por ciento (10%) del valor de cada metro
cúbico (m3) de productos derivados de los

제48조
여타 국법에 지정된 세금 정책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이 이 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할 자
들은 다음의 세금을 납부한다.
1. 토지면적세. 개발지가 아니었다가 지정받은
토지면적 확장 부분에 대하여 매년 사용한 단
위로 각 1km², 혹은 그에 대한 부분당 100U.T.
(납세 단위, Unidad Tributaria)와 같은 가치
의 세금을 지불한다. 이 세금은 처음 5년 동안
매년 2%씩, 다음 5년 동안은 5%씩 증가된다.
2. 순소비세. 생산된 탄화수소 상품이나 작업
그 자체에서 가연성 물질로서 소비된 물질의 1
입방 미터(m³)당 가치의 10%로, 최종 소비자
에 의해 지불된 가격, 혹은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3. 일반소비세.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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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rocarburos producidos y consumidos como
combustible en operaciones propias, calculados
sobre el precio al que se venda al consumidor
final, en el caso de que dicho producto no
sea vendido en el mercado nacional,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fijará su
precio.
3. Impuesto de Consumo General. Por cada litro
de producto derivado de los hidrocarburos
vendido en el mercado interno entre el
treinta y cincuenta por ciento (30% y 50%)
del precio pagado por el consumidor final,
cuya alícuota entre ambos límites será
fijada anualmente en la Ley de Presupuesto.
Este impuesto a ser pagado por el
consumidor final será retenido en la fuente
de suministro para ser enterado mensualmente
al Fisco Nacional.
4. Impuesto de Extracción. Un tercio (1/3)
del valor de todos los hidrocarburos
líquidos extraídos de cualquier yacimiento,
calculado sobre la misma base establecida
en el artículo 47 de esta Ley para el
cálculo de la regalía en dinero. Este
impuesto será pagado mensualmente junto
con la regalía prevista en el artículo 44 de
esta Ley, por la empresa operadora que
extraiga dichos hidrocarburos. Al calcular
el Impuesto de Extracción, el contribuyente
tiene el derecho a deducir lo que hubiese
pagado por regalía, inclusive la regalía
adicional que esté pagando como ventaja
especial. El contribuyente también tiene el
derecho a deducir del Impuesto de Extracción
lo que hubiese pagado por cualquier
ventaja especial pagable anualmente, pero
solamente en períodos subsecuentes al pago
de dicha ventaja especial anual.
El Ejecutivo Nacional, cuando así lo estime
justificado según las condiciones de
mercado, o de un proyecto de inversión
específico para incentivar, entre otros,
proyectos de recuperación secundaria, podrá

상품의 리터당 최종 가격의 30~50%로, 양측
범위의 약수는 매년 예산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므로 매
달 국가 국고(Fisco Nacional)에 안치하기 위
해 규정 외적으로 공제된다.
4. 추출세. 어떤 유전에서든지 축출된 모든 액
화 탄화수소 가치의 3분의 1로, 이는 이 법
제47조의 금전지불 특허 사용료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이 법의 제44조에서 언급
한 탄화수소 추출 실행 기업에 대한 특허 사
용료와 함께 매달 지불한다. 추출세를 책정할
때 납세자는 특혜로 지불하는 추가적 로열티를
포함하여, 지불된 로열티를 공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납세자는 또한 매해 특혜로 지불을 대
신할 수 있는 추출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권
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혜택 해당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국가 행정부는 시장 현황이나 특별 투자장려
프로젝트, 특히 2차 복구 프로젝트에 따른 정
당성을 심사할 때 결정 시기에 따라 추출세를
최소 20%까지 내릴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
5. 수출등록세. 국가 영토 내 어떤 항구에서든
수출되는 모든 탄화수소 가치의 0.1%로,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를 위해 판매자
는 출항하기 전 수출량, API가 선정한 단위,
황 함유량 그리고 수화물의 도착지에 대한 정
보를 에너지 및 석유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
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 해당 송장의 사본을
배의 출항일 후 45일 안으로 수출등록세 지불
확인증과 함께 제출한다.
국가 행정부는 수출등록세를 정하는 시기를 확
실한 일반⋅공공 이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
다고 판단될 때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

24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rebajar, por el tiempo que determine, el
Impuesto de Extracción hasta un mínimo de
veinte por ciento (20%). Puede igualmente
restituir el Impuesto de Extracción a su
nivel original cuando estime que las causas
de la exoneración hayan cesado.
5. Impuesto de Registro de Exportación.
Uno por mil (0,1%) del valor de todos los
hidrocarburos exportados de cualquier puerto
desde el territorio nacional, calculado sobre
el precio al que se venda al comprador de
dichos hidrocarburos. A tal efecto, el vendedor
informará a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antes de zarpar, sobre el volumen, grado
API, contenido de azufre y el destino del
cargamento. El vendedor presentará copia
de la factura correspondiente a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dentro de los cuarenta
y cinco (45) días continuos a la fecha de
haber zarpado el buque junto con el comprobante
de pago del Impuesto de Registro de Exportación.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exonerar total
o parcialmente por el tiempo que determine
el Impuesto de Consumo General, a fin de
incentivar determinadas actividades de
interés público o general. Puede igualmente
restituir el impuesto a su nivel original
cuando cesen las causas de la exoneración.

CAPÍTULO VII
DE LAS ACTIVIDADES INDUSTRIALES
Sección primera

제7 장
산업활동
제1 절

Forma y condiciones de las actividades

활동 형태와 조건

Artículo 49. La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refinados comprende las
actividades de separación, destilación, purificación,
conversión, mezcla y transformación de los
mismos, realizadas con el propósito de
añadir valor a dichas sustancias mediante
la obtención de especialidades de petróleo
u otr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제49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는 분류, 증류, 정제,
변화, 이들의 혼합과 변형 활동으로, 석유나 다
른 탄화수소에서부터 나오는 특성 물질을 얻어
이의 가치를 더하기 위한 활동들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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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50. Las actividades industriales con
hidrocarburos refinados podrán ser realizadas
directamente por el Estado, por empresas
de su exclusiva propiedad, por empresas
mixtas con participación de capital estatal
y privado, en cualquier proporción, y por
empresas privadas.

제50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 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
접적으로, 혹은 독점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
가 및 민간 자본 참여로 이루어진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Artículo 51. El Ejecutivo Nacional adoptará las
medidas necesarias para la industrialización
en el país de los hidrocarburos refinados,
las cuales, entre otras deberán cumplir las
orientaciones siguientes:
1. Estimular la mayor y más profunda
transformación de los hidrocarburos refinados.
2. Fomentar las inversiones en proyectos
generadores de sustancias que apoyen el
desarrollo del sector industrial nacional.
3. Asegurar que las refinerías y plantas
procesadoras de hidrocarburos bajo el
control del Estado garanticen con carácter
prioritario, respecto a la alternativa de
exportación, el suministro oportuno para su
posterior procesamiento de las sustancias
básicas en cantidad y calidad y con esquemas
de precios y condiciones comerciales que
permitan el desarrollo de empresas competitivas
en los mercados internacionales.
4. Desarrollar parques industriales alrededor
de las refinerías y en zonas donde se facilite
el suministro de hidrocarburos o sus derivados.
5. Que se estimule la creación y participación
de entes financieros en la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en el país.
6. Que las empresas que realicen actividades
de industrialización de hidrocarburos en el
país fomenten a su vez la industrialización,
aguas abajo, de los insumos que producen.
7. Cualesquiera otras que señalen los
Reglamentos.

제51조
국가 행정부는 국내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특히 아래의
관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선적으로 정제 탄화수소의 기본 변형 분
야를 더욱 장려한다.
2. 국내 산업 분야의 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물질 제조 프로젝트 투자를 형성한다.
3. 국가 주도 아래 탄화수소의 정제, 공정 공
장들이 수출 대안, 양적⋅질적, 가격 선정 면
에 있어 원료의 추후 과정을 위한 적합한 공
급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전
이 가능한 상업적 조건에 대해 우선적 성격을
보장함을 확실시 한다.
4. 정제소 주변이나 탄화수소 물질 및 그 파생
물의 공급이 쉬운 지역에 기업 공단을 발전시
킨다.
5. 국내 탄화수소 산업화에 있어 금융법의 참
여와 생성을 촉진한다.
6. 국내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기
업들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산업화와 지하수
및 이들이 생산해내는 투자 자본들도 증진시
킨다.
7. 그 외 규정이 지정하는 내용

Artículo 52. El Ejecutivo Nacional dará
prioridad a los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refinados que estimulen

제52조
국가 행정부는 국가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이
로써 주요 공정 투자자본 가치를 높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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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formación de capital nacional y vinculen
éste a una mayor agregación de valor a los
insumos procesados y cuyos productos sean
competitivos en el mercado exterior.

생산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Artículo 53. Las empresas privadas que se
dediquen en el país a las actividades de
industrialización de hidrocarburos refinados,
deben obtener un permiso que será
otorgado por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previo el cumplimiento de los
siguientes requisitos:
1. Identificación de las empresas y sus
representantes.
2. Indicación de la fuente de suministro de
la materia prima.
3. Definición del proyecto con señalamiento
del destino de los productos.

제53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은 에너지 및 석유부가 부여하는 허
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1. 기업과 대표자의 신분
2. 원자재 물질의 공급지 표시
3. 생산품의 목적지를 명시한 프로젝트의 정의

Artículo 54. Quienes se dediquen en el
país a las actividades de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refinados, deberán
inscribirse en el registro que al efecto
llevará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제54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작성해야 한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otras sustancias obtenidas

기타 부산물

Artículo 55. Cuando en los procesos de
refinación de hidrocarburos naturales y en
los de industrialización de los productos
refinados, aparecieren sustancias, con valor
comercial, industrial o estratégico, distintas
a las previstas en las licencias o permisos,
las empresas deberán notificarlo al Ejecutivo
Nacional, quien decidirá sobre las condiciones
para el destino y utilización de las mismas.

제55조
자연 탄화수소의 정제 과정이나 정제 물질의
산업화에서 상업적⋅산업적⋅전략적 가치를 가
진 기존의 자격증이나 허가증과 상이한 물질이
나왔을 경우 기업들은 해당 물질의 이용과 목
표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결정할 국가 행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CAPÍTULO VIII

제8 장

DE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상업활동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s personas que pueden ejercerlas
Artículo 56.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a que se refiere esta Ley, comprenden el

판매자
제56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상업활동은 국내시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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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rcio interior y el comercio exterior,
tanto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como
de sus productos derivados.

외시장, 그리고 자연 탄화수소뿐 아니라 그에
서 파생된 상품까지 모두 포함한다.

Artículo 57.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naturales, así como la
de los productos derivados que mediante
Decreto señale el Ejecutivo Nacional, sólo
podrán ser ejercidas por las empres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27 de la presente
Ley. A tal efecto, las empresas mixtas que
desarrollen actividades primarias sólo
podrán vender los hidrocarburos naturales
que produzcan a las empres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27 de la presente Ley.

제57조
자연 탄화수소의 상업활동은, 이와 같이 국가
행정부에서 지정한 규정에 의한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이 법 27항에 명시된 기업들에 의해
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에 초기활동을 수행하
는 합작회사는 그들이 생산하는 자연 탄화수소
를 이 법 27조가 언급하는 기업들에만 판매할
수 있다.

Artículo 58.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de los productos derivados que estuvieren
excluidos conforme a lo previsto en el
artículo anterior, podrán ser realizadas por
el Estado directamente, o por empresas de
su exclusiva propiedad, o por empresas
mixtas con participación del capital estatal
y privado en cualquier proporción y por
empresas privadas.

제58조
선행 조항에서 명시됨에 따라 제외된 추출 상
품의 상업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독
점 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가 자본 지분이
있는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l comercio interior

국내 거래

Artículo 59. Serán objeto de las regulaciones
sobre comercio interior establecidas en esta
Ley, aquellos product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que mediante Resolución
señale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제59조
이 법에서 지정된 국내시장에 대한 규정의 대
상은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가
명시한 결정문(Resolución)을 통한 탄화수소
파생 상품이다.

Artículo 60. Constituyen un servicio público
las actividades de suministro, almacenamiento,
transporte, distribución y expendio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señalados por el Ejecutivo Nacional
conforme al artículo anterior, destinados al
consumo colectivo interno.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fijará los precios de los

제60조
선행 조항에 따라 국가 행정부가 명시한 탄화
수소 파생 상품의 공급, 보관, 운송, 유통, 판
매 활동은 국내 공공구매를 위한 공공 서비스
를 설립한다.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
정부는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그 공급, 서비스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
하며, 중도 개입은 피한다. 국가 행정부는 가
격 선정에 있어 이 법의 규정과 그 규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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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y
adoptará medidas para garantizar el suministro,
la eficiencia del servicio y evitar su
interrupción. En la fijación de los precios
el Ejecutivo Nacional atenderá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a las previsiones
que se establezcan en su Reglamento. Estos
precios podrán fijarse mediante bandas o
cualquier otro sistema que resulte adecuado
a los fines previstos en esta Ley, tomando
en cuenta las inversiones y la rentabilidad
de las mismas.

정하는 예방 조치에 따른다. 이로써 선정된 가
격은 판매와 이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
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통해
투자나 해당 상품의 이윤율을 고려하여 정해
진다.

Artículo 61.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deseen ejercer las actividades
de suministro, almacenamiento, transporte,
distribución y expendio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deberán obtener
previamente permis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Estos permisos estarán
sujetos a las normas establecidas en esta
Ley, su Reglamento y las Resoluciones
respectivas.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ejerzan las actividades antes
señaladas, podrán realizar más de una
actividad, siempre que exista la separación
jurídica y contable entre ellas.
La cesión o traspaso de dichos permisos
requerirán la autorización previa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제61조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공급, 저장, 운송, 유통,
판매 활동을 원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우선적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이 법에 설립된 기준과, 규정, 관
련 해결책들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
을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해당 활동 중
법적이고 셀 수 있는 분리만 명확하면 언제든
지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허가증의 만료와 연장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우선 승인이 요구된다.

Artículo 62. La construcción, modificación,
ampliación, destrucción o desmantelamiento
de establecimientos, instalaciones o equipos,
destinados al comercio interior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deberán ser
previamente autorizados por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제62조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국내시장을 위한 기계,
설비, 기관의 건설, 수정, 확장, 철수나 철거는
에너지 및 석유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ículo 63. 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podrá revocar los permisos cuando
el incumplimiento de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su Reglamento o
en Resoluciones, comprometan la eficiencia

제63조
이 법에서 설립한 규정, 해결책 불이행 시 에
너지 및 석유부는 국민들과 국가 자산의 안보
에 위협이나 서비스의 지속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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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ntinuidad del servicio o pongan en
peligro la seguridad de personas y bienes.
Artículo 64. Las oficinas subalternas de
registro y notarías se abstendrán de dar curso
a documentos relacionados con actos que
requieran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si no están acompañados
de dicha autorización. Los documentos que
se otorguen en contravención de lo aquí
previsto no tendrán valor alguno a los
efectos de esta Ley.

제64조
등록 하급 사무소는 에너지 및 석유부의 승인
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연관되는 자료를 이
기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중지한다. 이
법에 의해서 이에 위배하여 제공된 자료는 어
떤 효력도 갖지 못한다.

Artículo 65.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actualmente ejercen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interna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objeto de esta
Ley, en igualdad de condiciones, tendrán
derecho preferente ante terceras personas
para continuar ejerciéndolas. En caso de que
la industria petrolera nacional o cualquiera
otra persona decida ofrecer en venta los
bienes inmuebles destinados al ejercicio de
dichas actividades, las personas que actualmente
las ejercen, en igualdad de condiciones,
tendrán derecho preferente para adquirirlas.
En toda transmisión de derechos sobre
expendios de combustibles se reconocerá y
pagará el valor del fondo de comercio perteneciente
a quien esté ejerciendo la actividad.

제65조
현재 이 법의 대상물인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내수 상업 활동을 수행 중인 일반인이나 법인
은 제3자보다 같은 조건하에 해당 활동을 계
속하기 위한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 국가 석유
기업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해당 활동의
수행 목적을 위해 부동자산 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자들은 같은 조건하에
이를 수행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
가연성 물질 판매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서 활
동을 수행 중인 자에게 속하여 시장 기반 가
치가 인정되며, 지불된다.

CAPÍTULO IX

제9 장

DE LAS INFRACCIONES Y SANCIONES

위반과 처벌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s multas y sus cuantías

벌금과 그 금액

Artículo 66. Las infracciones a esta Ley, a
su Reglamento y a las demás disposiciones
que se dicten para su debido cumplimiento,
referidas a seguridad y protección de
instalaciones, personas y bienes, construcción
de obras e instalaciones, prestación de servicio,
normas de calidad, transporte y distribución

제66조
사람, 자산, 기업의 안전과 보호, 건설 현장,
설비 대여, 탄화수소와 그 파생 상품의 질적,
운송, 유통, 가격과 세금에 대해 언급한 이 법
과 그 규정 그리고 의무적 실행을 표명한 요
구에 대한 위배는 50~5,000U.T.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 중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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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hidrocarburos y productos, de precios y
tarifas, serán sancionadas con multa entre
cincuenta (50) y cincuenta mil (50.000) unidades
tributarias o suspensión de actividades hasta
por seis (6) meses o con ambas sanciones,
que impondrá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de acuerdo con la gravedad de la falta y
la actuación pasada del infractor en el
ejercicio de sus actividades.
Las sanciones anteriores se aplicarán sin
perjuicio de las acciones civiles, penales,
fiscales o administrativas que la infracción
origine, de las medidas policiales que deban
tomarse para impedir la infracción o para
restituir la situación legal infringida y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otras leyes.

두 가지 모두 처벌받게 되며, 이는 에너지 및
석유부 산하 국가 행정부가 위반자가 그의 활
동 수행에 있어 그동안의 활동과 부족함의 정
도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선례 처벌은 그 위반 활동이 유래된 행정상,
예산상, 처벌상, 시민적 활동과 관계없이 위반
을 막고, 법적으로 침해된 상황을 복구시키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정책적 방법과 다른 법들
에서 설립된 처벌에 의해 적용된다.

Artículo 67. Cuando las multas previstas en
el artículo anterior fueren aplicadas a una
empresa del Estado, ésta abrirá las
averiguaciones correspondientes, con el fin
de adoptar los correctivos de la situación y
determinar las responsabilidades que pudieren
recaer sobre los miembros del respectivo
Directorio o Junta Directiva o cualquier otra
persona al servicio de ella, y aplicar las
medidas a que hubiere lugar. Los resultados
de dichas averiguaciones deberán estar
concluidos dentro de un plazo de cuarenta y
cinco (45) días y deberán ser comunicados
al 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 dentro
de un plazo de cinco (5) días hábiles
después de finalizadas aquéllas. El Ministro
de Energía y Petróleo podrá reabrir o
ampliar dichas averiguaciones cuando lo
juzgue conveniente.

제67조
선행 조항에서 지정된 벌금이 국가 기업에 부
과될 경우 해당 상황의 개선을 위해 관련 대
표 구성원이나 지도위원회 혹은 이 분야 관련
자들에 대해 악화될 수 있는 책임을 묻고, 재
발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알맞
은 적합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45
일 내로 결론이 나며, 이후 5일 동안의 심사 기
간 내로 에너지 및 석유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에너지 및 석유부는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
겨지면 다시 시작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Artículo 68. Contra las resoluciones del
Ministro de Energía y Petróleo proceden
los recursos administrativos y contencioso
administrativos en los términos y condiciones
permitidos por la ley.

제68조
에너지 및 석유부에 반하여 법에 의해 허용된
조건과 용어에 대해 행정 자원과 행정 논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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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CION DEROGATORIA

폐지 규정

ÚNICA. Se deroga la Ley de Hidrocarburos
del 13 de marzo de 1943, reformada
parcialmente por las Leyes de Reforma
Parcial de la Ley de Hidrocarburos del 10
de agosto de 1955 y la del 29 de agosto
de 1967; la Ley Sobre Bienes Afectos a
Reversión en las Concesiones de Hidrocarburos
del 6 de agosto de 1971; la Ley que
Reserva al Estado la Explotación del
Mercado Interno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Hidrocarburos, del 22 de junio de 1973;
la Ley Orgánica que Reserva al Estado la
Industria y el Comercio de los Hidrocarburos,
del 29 de agosto de 1975; la Ley Orgánica
de Apertura del Mercado Interno de la
Gasolina y Otros Combustible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para Uso en Vehículos
Automotores, del 11 de septiembre de
1998; y cualesquiera otras disposiciones
legales que colidan con esta Ley.

1943년 3월 13일의 탄화수소 법은 1967년 8
월 29일, 1955년 8월 10일 탄화수소 법의 부
분 개정 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971
년 8월 6일 탄화수소 승인 복구를 위한 효력
자산에 대한 법, 1973년 7월 22일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국내시장 개발 국유화법, 1975년
8월 29일 탄화수소의 상업, 산업 국유화 법,
1988년 9월 11일 자동차를 위한 탄화수소 파
생 가연성 물질과 석유의 국내시장의 개시 법
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과 인접한 다른 규정들
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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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베네수엘라 광업법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TÍTULO I

제1 편

DISPOSICIONES FUNDAMENTALES
Artículo 1. Esta Ley tiene por objeto regular
lo referente a las minas y a los minerales
existentes en el territorio nacional, cualquiera
que sea su origen o presentación, incluida
su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sí como el
beneficio, o almacenamiento, tenencia, circulación,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interna o
externa, de las sustancias extraídas, salvo lo
dispuesto en otras leyes.

통칙

제1조
이 법은 국내 광산, 부존광물의 탐사, 개발, 수
익 혹은 저장, 유통, 운송 및 상업화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다른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한다.

Artículo 2. Las minas o yacimientos minerales
de cualquier clase existentes en el territorio 제2조
nacional pertenecen a la República, son 국내 모든 광산 혹은 광물 채굴은 공화국 소유
bienes del dominio público y, por tanto, 이고, 공공자산이며, 불가양이고, 절대적이다.
inalienables e imprescriptibles.
Artículo 3. Se declara de utilidad pública la 제3조
이 법이 규율하는 광물은 공익임을 선언한다.
materia regida por esta Ley.
Artículo 4. El Ejecutivo Nacional formará y
mantendrá los inventarios de los recursos
mineros existentes en el territorio nacional y
formulará los planes de exploración y
racional a aprovechamiento de los mismos,
de acuerdo con la planificación general del
Estado.

제4조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국내 부존자원을
조사하고, 자원관리 목록표를 작성하며,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Artículo 5. Las actividades mineras reguladas
por esta Ley, se llevaran a cabo científica y
racionalmente, procurando siempre la óptima
recuperación o extracción del recurso minero,
con arreglo al principio del desarrollo
sostenible, la conservación del ambiente y la
ordenación del territorio.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además de

제5조
이 법이 규정하는 광업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
경보호 및 국토관리 원칙에 따라 광물자원 채굴
의 최적화를 확보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광업권자는 이 법을 준수하면서 아래 사항을 의
무로 한다.
1. 각각의 적용가능한 과학적 원리와 관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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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observancia de esta Ley, están obligados a:
1. Ejecutar todas las operaciones a las
cuales se refiere esta Ley, con sujeción a los
principios y prácticas científicas aplicables a
cada caso;
2. Tomar todas las providencias necesarias
para impedir el desperdicio de los minerales;
3. Cumplir, todas las disposiciones que le sean
aplicables, establecidas en las leyes, decretos,
resoluciones y en ordenanzas, sin perjuicio
de los derechos mineros que ostentan; y,
4. Proporcionar a los funcionarios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todas las facilidades que sus empleados
puedan necesitar para el mejor desempeño
de sus funciones.

라 이 법이 의미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한다.
2. 광물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3. 광업권의 손해 없이 법률, 법령, 결의안 및
조례가 정하는 모든 바를 수행한다.
4. 기초산업 및 광물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Artículo 6.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s el órgano del Ejecutivo
Nacional competente a todos los efectos de
esta Ley y le corresponde la planificación,
control, fiscalización, defensa y conservación
de los recursos mineros, así como el régimen
de la inversión extranjera en el sector y
ejecutar o hacer ejecutar las actividades mineras
que le señale la Ley.

제6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 법의 모든 목적을 수
행하는 정부기관이며, 광물자원의 개발계획, 관
리, 재정, 보호 및 보존 및 광물자원에 대한 외
국인 투자제도를 관장하고, 이 법이 정한 업무
를 집행한다.

TÍTULO II

제2 편

ADMINISTRACIÓN DE LAS ACTIVIDADES
광업 관리
MINERAS

CAPÍTULO I

제1 장

MODALIDADES PARA EL EJERCICIO
광업 행사 방식
DE LAS ACTIVIDADES MINERAS
Artículo 7. La exploración, explotación y
aprovechamiento de los recursos mineros
sólo podrá hacerse mediante las siguientes
modalidades:
a) Directamente por el Ejecutivo Nacional;
b) Concesiones de exploración y subsiguiente
explotación;
c) Autorizaciones de Explotación para el
ejercicio de la Pequeña Minería;
d) Mancomunidades Mineras; y,
e) Minería Artesanal.

제7조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그리고 개발은 오직 아
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a) 정부가 직접
b) 탐사권과 광업권의 양허
c) 소규모 광업의 채굴
d) 광업조합
e) 수작업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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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8. En la aplicación de dichas
modalidades, el Ejecutivo Nacional tendrá en
cuenta la ubicación de los yacimientos, su
importancia estratégica y económica, su
incidencia ambiental y social las inversiones
requeridas, así como cualquier otro elemento
relevante para el desarrollo científico y
tecnológico de la actividad minera o que se
considere de interés nacional o regional.

제8조
전에 언급한 방식의 적용에서 정부는 매장지,
매장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환경적⋅사회적
영향 그리고 광업의 과학적⋅기술적 개발의 기
타 관련 요소 등 국익 혹은 지역이익을 고려한
다.

TÍTULO III

제3 편

EJERCICIO DE LAS ACTIVIDADES MINERAS 광업의 행사

CAPÍ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Artículo 9. Los derechos mineros son temporales,
se ejercen dentro de los límites geográficos
determinados y conforme a los términos de
esta Ley y demás disposiciones legales
aplicables.

제9조
광업권은 이 법과 기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 내에서 행사되는 존속기간이 있
는 권리이다.

Artículo 10. A los efectos de esta Ley, la
corteza terrestre se considera dividida en dos
(2) partes: el suelo, que comprende la simple
superficie y la capa que alcanza hacia abajo
hasta donde llegue el trabajo del superficiario
en actividades ajenas a la minería, y el
subsuelo que se extiende indefinidamente en
profundidad, desde donde el suelo termina.
Las actividades mineras realizadas en el
subsuelo no generan compensación para el
superficiario, salvo que afecten al suelo y
otros bienes.

제10조
이 법의 목적상 지각은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지표(단순표면과 광업활동과 무관한 지점까지의
지층)와 하층토(지표가 끝나는 부분에서 무한대
의 깊이). 하층토에서 실현되는 광업은 지상권
자에게 보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지표와
기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Artículo 11.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para ejercer las actividades reguladas
por esta Ley, podrá solicitar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la ocupación temporal y la
expropiación de bienes.
Cuando las servidumbres hayan de constituirse
sobre terrenos de propiedad privada,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podrá celebrar
con los propietarios los contratos necesarios.
De no lograrse el avenimiento, el beneficiado
podrá ocurrir a un Tribunal de Primera

제11조
이 법이 규제하는 활동을 하는 광업권자는 지역
권 설정, 일시적 점유 및 재산수용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유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 광업권자는
소유자와 필요계약을 체결할 있다.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광업권자는 작업개시 허가를 관
할 민사 1심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지역, 재산 및 실현작업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청구가 인용되면 판사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발
부일로부터 3일 내에 피해자에게 법원출두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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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ia en lo Civil, con jurisdicción en la
localidad, para solicitar la autorización del
comienzo de los trabajos. El solicitante
señalará con precisión las áreas y bienes
que se afectarán y los trabajos a realizarse.
Admitida la solicitud, el Juez, el mismo día,
ordenará la citación del afectado para que
comparezca al tercer día siguiente al de la
citación, si no se logra la citación, ordenará
publicar en un diario de mayor circulación
nacional, emplazándolo a comparecer al tercer
día de despacho después de la publicación, en
cuya oportunidad se procederá a la designación
de tres (3) expertos, uno designado por el
solicitante, el segundo por el afectado y el
tercero por el Juez, a fin de que dictaminen
sobre los posibles daños y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Si no compareciera el afectado
o se negare a nombrar el experto, el Tribunal
lo hará por él.
Los expertos deben estar presentes en el
acto para su aceptación y juramentación. Si
no lo están, el Tribunal designará a quienes
los sustituyan. Los expertos deberán
consignar informe dentro de un lapso de
tres (3) días continuos al de su designación.
Consignado el informe, el solicitante deberá
depositar en el Tribunal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estimada y en el mismo acto
el Juez autorizará el comienzo de los trabajos.
Si el afectado acepta la indemnización el
Tribunal dictará decisión para constituir la
servidumbre en los términos de la solicitud.
En caso de desacuerdo, se seguirá por los
trámites del juicio ordinario.
Para todo lo referente a la ocupación
temporal y la expropiación, se aplicarán las
disposiciones pertinentes de la legislación de
expropiación por causa de utilidad pública e
interés social.

한다. 소환이 어려울 경우 판사는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국내 일간지에 공표된 지 3일 내에
피해자의 법원출두를 알린다. 이 경우 신청인,
피해자 그리고 판사는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보
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3인을 각각 지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
거나 전문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
를 대신하여 지정한다.
전문가는 수락과 선서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해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대체인을 지
정한다. 전문가는 임명된 후 3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신청자는 산정된 보상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판사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다. 피해자가 보상액을 수용하면 법원은 지역권
설정 결정을 내린다.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정
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일시적 점유와 수용에 대해서는 공공이익과 사
회이익을 위한 수용법을 적용한다.

Artículo 12. Las servidumbres de diversa 제12조
especie, necesarias para el ejercicio de las 광업권 행사에 필요한 지역권은 해당 목적에 필
actividades mineras, se constituirán sólo en 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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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edida indispensable por el objeto a que
se destinen.
Artículo 13.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podrá utilizar los terrenos baldíos en las
condiciones y mediante las compensaciones
que pacte con el Ejecutivo Nacional, el cuál
según las circunstancias puede exonerarle de
las mismas. Cuando en los terrenos baldíos
existan mejoras de particulares, la indemnización
que corresponda la pagará el beneficiario de
los derechos mineros.

제13조
광업권자는 정부와 합의하여 보상하고 무주지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는 보상의무
를 면제할 수 있다. 무주지에 특별개선(개량)이
존재할 경우 광업권자는 이에 대해 보상한다.

Artículo 14.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tiene derecho al uso y aprovechamiento
racional de las aguas del dominio público
para el ejercicio de sus actividades mineras,
sujeto al cumplimiento de las disposiciones
ambientales que rigen la materia. Así mismo,
el beneficiario tiene derecho a la expropiación
o al establecimiento de servidumbres para el
aprovechamiento y uso de la aguas del
dominio privado en su actividad minera.

제14조
광업권자는 환경규정을 준수하면서 광업권 행사
를 위해서 공공하천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권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광업권자는 사유하천의 이
용과 개발을 위해 수용권 및 지역권 설정권을
갖는다.

Artículo 15. Las actividades mineras deben
efectuarse con acatamiento a la legislación
ambiental y a las demás normativas que
rigen la materia.
A los efectos anteriores, se crea la Comisión
Permanente, de carácter interministerial, integrada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l 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el Ministerio de
Finanzas y el Ministerio de la Defensa, cuyo
funcionamiento será regulado por las
disposiciones que establezcan los reglamentos
de esta Ley. A dicha Comisión podrá incorporarse
cualquier otro órgano vinculado con el
sector minero que determine el Ejecutivo
Nacional.

제15조
광업권는 환경입법과 기타 광물규제법령을 준수
하며 행사되어야 한다.
위 목적을 위해 기초산업 및 광물부, 환경부,
천연자원부, 재정부 그리고 국방부 등으로 구성
된 상설위원회를 창설한다. 이 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또한 정부가 결정
한 광물분야 관련 기타 기관은 이 위원회에 포
함될 수 있다.

Artículo 16. Queda prohibido realizar actividades
mineras en poblaciones y cementerios. El
desarrollo de actividades mineras a menos de
cien (100) metros de vías férreas, caminos,
canales, aeródromos, puentes u otras obras

제16조
주거지와 공동묘지에서의 광업활동은 금지된다.
철도, 도로, 수로, 비행장, 교각 혹은 기타 유사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내에서의 광업활동은 관
할당국의 당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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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jantes, requerirá el otorgamiento del
permiso correspondiente por parte de la autoridad
competente en cada caso, la cual deberá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정식 절차를 이행한다.
cumplir con las formalidades exigidas en los
reglamentos respectivos.

CAPÍTULO II

제2 장

DE LA CAPACIDAD PARA ADQUIRIR
광업권 취득 조건
DERECHOS MINEROS
Artículo 17. Tod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nacional o extranjera, hábil en derecho, y
domiciliada en el país, podrá obtener los
derechos mineros para realizar las actividades
señaladas en esta Ley, salvo las excepciones
en ella establecidas.
Artículo 18. Las compañías o sociedades que
se formen para la exploración o explotación
de minas, se constituirán con arreglo al
Código de Comercio y tendrán el carácter
de civiles.
Las compañías o sociedades legalmente
constituidas en el país que tengan por objeto
el desarrollo de cualquier actividad relacionada
con esta Ley, deberán hacer la correspondiente
participación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siguientes a la fecha de su constitución,
con expresión del domicilio y del nombre
del representante legal. Además, acompañarán
a la participación, copia certificada del
documento de constitución y otros instrumentos
pertinentes. Mientras las compañías o
sociedades no cumplan con los anteriores
requisitos, no se le dará curso a las solicitudes
que presenten ante el mencionado Despacho.
Artículo 19. Las compañías extranjeras para
dedicarse a las actividad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deberán llenar los
requisitos que para ellas exige el Código de
Comercio y demás disposiciones aplicables;
y tendrán un representante legal, venezolano
o extranjero, domiciliado en el país.

제17조
국내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법인, 국내인 혹은
외국인은 이 법이 정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광업
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이 법이 정하는 예외
는 제외한다.

제18조
광산 탐사 혹은 채굴 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
되고 사인의 성격을 가진다.
이 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종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회사 주소와 회사법적 대표명을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초산업 및 광
물부에 통보한다. 회사정관 공증본 및 기타 관
련서류를 첨부한다. 이러한 필수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되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된
출원서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제19조
이전 조가 의미하는 활동들에 종사하는 외국회
사는 상법과 기타 관련규정이 정한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베네수엘라인 또는 외
국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갖는다. 이들은 베네수
엘라 국내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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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20. No podrán aspirar a obtener los
derechos minero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17 de esta Ley, ni por sí ni por interpuesta
persona, salvo por herencia o legado, los
miembros del Poder Público Nacional,
Estadal o Municipal, que a continuación se
mencionan:
1.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los
Ministros y Vice-Ministros, miembros,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los miembros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los Diputados de
las Asambleas Legislativas, Alcaldes, Concejales,
el Procurador General, el Fiscal General y
el Contralor General de la República, los
Gobernadores de Estado, el Gobernador del
Distrito Federal, los miembros, del Consejo.
de la Judicatura, los funcionarios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y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2. Los Presidentes, o Directores de Institutos
Autónomos y de Empresas del Estado.

제20조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본
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 법 제17조가 의미
하는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상속 혹은
유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 장관, 차관, 각료, 대법관, 국회의원,
시장, 구의원, 시의원, 검찰총장, 일반검사, 감사
원장, 주지사, 특별시장, 사법부 임원, 기초산업
및 광물부 임원, 환경부 임원, 천연자원부 임원
2. 자치청 및 국영기업 사장 및 임원

Parágrafo Primero. El Ejecutivo Nacional,
cuando así se justifique, podrá incorporar
por vía reglamentaria, cualesquiera otros
funcionarios además de los indicados en este
artículo.

1항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전 조에서
열거한 자 이외에도 법령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다.

Parágrafo Segundo. Las prohibiciones aquí
consagradas, afectan también al cónyuge,
concubina o concubinario y a los parientes
dentro del cuarto grado de consanguinidad y
segundo de afinidad de los funcionarios
indicados.

2항
이 금지규정은 열거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사실
혼 그리고 직계 4촌 그리고 방계 2촌에도 적용
된다.

Artículo 21. Las personas afectadas por las
incapacidades a que se refiere esta Ley, no
제21조
podrán adquirir derechos mineros mientras
이 법에서 열거한 무능력자는 그 사유가 소멸
no haya transcurrido un lapso no menor de cinco
된 지 5년간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años, desde la cesación del impedimento
que las originó.
Artículo 22. Los gobiernos extranjeros no
podrán ser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dentro del territorio nacional. Cuando se trate
de entes que dependan de dichos gobiernos

제22조
외국 정부는 국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외
국 정부기관이나 외국 정부가 자본금이나 회사
정관을 통해 지분 참여한 회사는 국회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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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 empresas en las cuales ellos tengan
una participación tal, que por capital o
estatutos, les confiera el control de la empresa, 얻어 회사관리(control de la empresa)를 부여
para el otorgamiento del derecho minero, 한다.
requerirán la aprobación previa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CAPÍTULO III

제3 장

DEL EJERCICIO EXCLUSIVO POR EL
정부 전권 행사
EJECUTIIVO NACIONAL
Artículo 23. El Ejecutivo Nacional, cuando así
convenga al interés público, podrá reservarse
mediante Decreto, determinadas sustancias
minerales y áreas que las contengan, para
explorarlas o explotarlas solo directamente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o mediante entes de la exclusiva
propiedad de la República.

제23조
정부는 공익에 이롭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을 통
해 특정 광물과 특정 지역의 광물개발 및 광물
탐사를 오직 기초산업 및 광물부나 국가 자산
기관에만 국한할 수 있다.

CAPÍTULO IV

제4 장

DE LAS CONCESIONES

광업권

Artículo 24. La concesión minera es el acto
del Ejecutivo Nacional, mediante el cual se
otorgan derechos e imponen obligaciones a
los particulares para el aprovechamiento de
recursos minerales existentes en el territorio
nacional.
La concesión minera confiere a su titular el
derecho exclusivo 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las sustancias minerales otorgadas que se
encuentren dentro del ámbito espacial
concedido.

제24조
광업권(concesión minera) 허가는 국가 부존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
고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행정 행위이다.
광업권 허가는 광업권자에게 허가된 단위구역
내에 광물탐사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Artículo 25. Las concesiones que otorgue el
Ejecutivo Nacional conforme a esta Ley, serán
únicamente de exploración y subsiguiente
explotación su, duración no excederá de
veinte (20) años, contados a partir de la fecha
de la publicación del Certificado de Explot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pudiendo prorrogarse su duración
por períodos sucesivos no mayores de diez
(10) años, si así lo solicitase el concesionario

제25조
이 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광업권은 베네수엘
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개발허가가 공표
된 날짜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
안 탐사와 개발에 국한된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광업권자는
광업권 만료 3년 내에 신청한다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원래 광업권 설정 출원기간을 초과하
지 않는 기간 내에서 이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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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ro de los tres (3) años anteriores al
vencimiento del período inicial y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o
considere pertinente, sin que las prorrogas
puedan exceder del período original otorgado.
Parágrafo Único. La solicitud de prórroga
sólo podrá hacerla el concesionario solvente
con la República dentro del período de tres
(3) años señalados en éste artículo, la cual,
en todo caso, deberá formularse antes de los
seis (6) meses anteriores al vencimiento del
período inicial y el Ministerio deberá decidir
dentro del mismo lapso de seis (6) meses,
en caso de no haber notificación, se
entenderá otorgada la prórroga.

1항
광업권 연장 출원서(solicitud de prórroga)는
이 조항이 지정하는 3년 내에 공화국과 지불능
력이 있는 광업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광업권 만료 6개월 전에 작성되어야 하
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 6개월 내에 결정
해야 한다. 통지가 없을 때에는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Artículo 26. El ámbito espacial sobre el cual
se ejerce la concesión minera es un
volumen piramidal, ; cuyo vértice es el
centro de la tierra y su límite exterior, en la
superficie, es un plano horizontal medido en
hectáreas y de forma rectangular, cuyos
vértices y linderos están orientados de
acuerdo al sistema de proyección Universal
Transversal Mercator(U.T.M.) u otro de
mayor avance tecnológico a ser adoptado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제26조
광업권 행사 경계는 피라미드 크기이다. 이것의
교차점은 지표중심과 외부경계이며, 지면에서
헥타르로 측정된 직사각형의 평면도이다. 이것
의 교차점들과 범위는 유니버설 가로 메르카토
르 도법(U.T.M.) 좌표계 또는 기초산업 및 광
물부에 의해 차용된 가장 최근의 기술 시스템을
이용한다.

Artículo 27. Cuando en el ámbito de una
concesión, el Ejecutivo Nacional, estuviese
dispuesto a efectuar actividades mineras sobre
minerales no otorgados en dicha concesión,
podrá hacerlo directamente o mediante las
modalidades previstas en los literales a y b
del artículo 7 de esta Ley, sin perjuicio de
las actividades del concesionario. De acogerse
la modalidad de la concesión, el concesionario
original tendrá derecho preferente para
obtener la concesión en igualdad de condiciones.

제27조
정부가 이미 광업권이 허가된 광구에서 양허되
지 않는 광물에 대해 광업권을 행사할 때, 정부
는 직접 혹은 이 법 제7조 a와 b에서 규정한 방
식으로 광업권자의 피해 없이 행할 수 있다. 이
러한 양허방식을 수용한다면 원광업자는 평등원
칙하에 양허권을 취득하는 데 우선권을 갖는다.

Artículo 28. La extensión horizontal de la 제28조
concesión será de forma rectangular, y 광업권의 수평면적은 직사각형 형태이며, 지표
estará determinada por puntos fijos y líneas 면의 고정된 지점과 직선에 의해 결정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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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as sobre la superficie terrestre, cuya
unidad de medida superficial será la hectárea
(ha.). La extensión vertical estará definida
por la proyección de su extensión horizontal
hacia el centro de la tierra e ilimitada en
profundidad.
Los lotes estarán conformados por unidades
parcelarias, las cuales representan la unidad
mínima de división del lote y cuyas
características dimensionales se establecerán
en el parcelamiento minero, que al respecto
elabor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a superficie de la unidad parcelaria
variará entre un mínimo de cuatrocientas
noventa y tres hectáreas (493 has.) y un
máximo de quinientas trece hectáreas (513 has.).
Los lotes se conformarán por doce (12)
unidades parcelarlas y por lo tanto tendrán
una extensión máxima de seis mil ciento
cincuenta y seis hectáreas (6.156 has.) cada uno.
No se podrán otorgar lotes en concesión a
un solo titular sobre más de veinticuatro (24)
unidades parcelarias, o el equivalente a dos
(2) lotes.
El concesionario tendrá el derecho de
seleccionar hasta un máximo de seis (6)
unidades parcelarlas de manera contigua para
la explotación minera, formando un bloque
único, quedando el resto como reserva
nacional, las cuales podrán ser otorgadas en
concesión en fase de explotación conforme al
miento previsto en el artículo 47 de esta Ley.

것의 측정단위는 헥타르(ha)이다. 수직면적은
지면의 중앙으로부터 수평면적의 예상치에 의해
결정되며, 깊이는 제한이 없다.
부지는 구획단위로 구성된다. 구획단위는 부지
분할의 최소단위이다. 이는 광산부가 작성한다.
구획단위 지표는 최소 493헥타르에서 최대 513
헥타르까지 나눈다.
부지는 12구획 단위로 구성되며, 한 부지의 최
대면적은 6,156헥타르이다. 24 구획단위상 혹은
2개 부지는 1인 광업권자에게 허가되지 않는다.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해 최대 6개 인접 구
획단위를 1개 블록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나머지 구역은 국가보존지역으로 남겨 놓는다.
구획단위는 이 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광업권을 허가할 수 있다.

Parágrafo Único. En casos especiales y
cuando así convenga al interés nacional,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en Consejo de
Ministros podrá autorizar el otorgamiento, en
concesión, de lotes con una superficie mayor
a la establecida en este artículo.

1항
특별한 경우와 국익에 이로울 경우 대통령은 국
무회의에서 이 조항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광
업권 부지를 승인할 수 있다.

Artículo 29. El derecho de exploración y de
explotación que se deriva de la concesión es
un derecho real inmueble. El concesionario
podrá enajenar dicho derecho, gravarlo,
arrendarlo, sub-arrendarlo, traspasarlo o celebrar

제29조
양허에서 발생된 탐사권과 광업권은 물권이다.
광업권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사전허가를
통해 채굴을 위해 광업권을 양도, 담보, 재임대,
하도급할 수 있다.

260│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sobre el mismo sub-contrataciones para la
explotación, mediante permiso previo otorgado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siempre y cuando demuestre efectivamente que 이는 채굴 프로젝트의 효과적 개발이 집행될 수
la negociación cuya autorización se solicita, se 있다고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hará exclusivamente para el eficiente desarrollo 가능하다.
del proyecto de explotación, previamente
aprobado este Ministerio dentro de los lapsos
autorizados para la ejecución del mismo.
Parágrafo Primero. En caso de arrendamiento de
una concesión cuyos titulares sean Corporaciones
Regionales de Desarrollo, exentas del pago
de impuestos, los arrendatarios tendrán la
obligación de pagar los impuestos establecidos
en esta Ley, salvo que el arrendamiento se
lleve a cabo con otros entes de carácter público,
también exentos del pago de impuestos.

1항
광업권자가 면세자인 개발지역공사(Corporaciones
Regionales de Desarrollo)일 경우 이 법이 정
한 세금납부 의무를 진다. 단 조광이 공공의 성
격을 띤 경우에는 역시 세금이 면제된다.

Parágrafo Segundo. Los traspasos deberán
ser presentados para su protocolización por
ante la Oficina Subalterna de Registro de la
Circunscripción de ubicación de la concesión.

2항
이전은 양허지역 소재 경계등록 하급사무소
(Oficina Subalterna de Registro de la
circunscripción)에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Artículo 30.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no autorizará ninguna de
las negociaciones previstas en esta Ley si el
concesionario no ha realizado las actividades'
previas y las inversiones requeridas para la
presentación del programa de desarrollo y
explotación, el cual deberá consignarse treinta
(30) días antes de iniciar la explotación.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tendrá un lapso de cuarenta y cinco (45) días
continuos, contados a partir de la recepción
de la solicitud, para decidir sobre los permisos
a los que se refiere el artículo 29. La falta
de decisión en el lapso indicado se entenderá
como negativa, quedando al interesado todos
los recursos previstos de conformidad con la
Ley Orgánica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제30조
광업권자가 채굴 개시 30일 전에 개발 및 채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활동 및 투자 불이행 시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협상도 불허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제29조에서 언급한 허가
결정까지 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의 기간을 갖는
다.
이 기간 동안 결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거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출원자는 행정절차조
직법이 정한 모든 구제절차에 호소한다.

Artículo 31. Todo acto jurídico que tenga
por objeto la concesión o que de algún
modo la afecte, respetará la indivisibilidad
de la misma. Los traspasos parciales no surtirán

제31조
광업권의 모든 법률행위는 불가분이다. 일부 이
전은 인정되지 않으나, 공동 광업권자들간의 이
전은 허용된다. 이때 공동 광업자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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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cto respecto del Ejecutivo Nacional, pero
quedan a salvo de esta disposición los traspasos
que versen acerca del derecho proindiviso de los
광업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세금 일체 납부와 기
cotitulares,cuyoscesionariosresponderánsolidari
타의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amentedelpagodelatotalidaddelosimpuestosydel
cumplimientodelasdemásobligacionesqueaparej
alaconcesión.
Artículo 32. El título de las concesiones de
exploración y subsiguiente explotación, deberá
contener los siguientes señalamientos: duración
del período de exploración y el de explotación;
ubicación, extensión y alinderamiento del área
concedida, ventajas especiales convenidas y
toda otra circunstancia que defina, de manera
precisa, las condiciones de la concesión otorgada.

제32조
탐사권과 광업권 증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탐사기간, 채굴기간, 위치, 단위구역 면적 그리
고 경계, 합의된 특별이익, 모든 상황, 양허조건

Artículo 33. En todo título minero se
considera implícita la condición de que las dudas
y controversias de cualquier naturaleza que
puedan suscitarse con motivo de la concesión
y que no puedan ser resueltas amigablemente
por ambas partes, incluido el Arbitraje, serán
decididas por los Tribunales competentes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e conformidad
con sus leyes, sin que por ningún motivo ni
causa puedan dar origen a reclamaciones
extranjeras.

제33조
모든 광업권리증(título minero)에서 광업 양허
권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중재를 통해 쌍방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분쟁과 의심
은 어떠한 원인이나 동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이의제기 없이 베네수엘라 관할법원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tículo 34. Se presume, hasta prueba en
contrario, la existencia del mineral y que este
es industrial y económicamente explotable,
pero con el otorgamiento del título no se
hace responsable la República de la verdad
de tales hechos. Así mismo, la República no
responde por saneamiento legal.

제34조
반증이 있을 때 산업적⋅경제적 채굴 가능한 광
물이 존재한고 추정한다. 광업권이 부여되면 국
가는 이런 사실의 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는 법적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rtículo 35.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odrá estipular ventajas
especiales para la República, en materia de
suministro de tecnología, abastecimiento interno,
provisión de infraestructura, dotación social,
obligaciones de entrenamientos capacitación,
formación y especialización geológico-minera,
entre otras, que podrán ofrecer los particulares
en la oportunidad de solicitar la respectiva

제35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기술이전, 국내공급, 인프
라 제공, 사회기부, 교육훈련, 지질광물 특화,
기타 등 분야에서 국가특별이익을 규정할 수 있
다. 양허권을 출원할 때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
하는 필수요건에 따라 광업권 출원자는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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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ión de conformidad con
requisitos que se establezcan en
reglamentos de esta Ley.

los
los

Artículo 36.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n coordinación con el 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ejercerá la prevención de la contaminación
del ambiente derivada de las actividades
mineras.

제36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환경부 및 천연자원부와
협력하여 광업으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방
지한다.

Artículo 37. El concesionario deberá informar
mensual y anualmente,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cerca de las
actividades cumplidas en los períodos respectivos,
sin perjuicio de cualquier otra información
que le exija dicho Ministerio. Los informes
indicados se sujetarán a lo establecido en
los reglamentos de esta Ley.

제37조
광업권자는 해당 기간에 완수된 활동에 대한 월
간 및 연간 보고서를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
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광업권자에게
추가적으로 기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Artículo 38. Los desmontes, escoriales, colas
o relaves de minas son parte integrante de
la concesión que los origina y siguen el
destino de ésta.

제38조
광산의 광물 퇴석지, 광재더미, 광물 부스러기
또는 찌꺼기는 광업권의 온전한 일부를 구성한
다.

Artículo 39: El uso de sustancias explosivas
y sus accesorios, en labor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minera, deberá ser autorizado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revio, cumplimiento de las disposiciones
legales que rigen la materia, y de los requisitos
que se establezcan en los reglamentos de
esta Ley.

제39조
광물탐사 및 광물채굴 작업에 폭발물과 부속물
의 사용은 폭발물 관리규정과 이 법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면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ículo 40. Quien aspire a obtener una
concesión dirigirá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a solicitud, que contenga:
a) Identificación del solicitante con indicación
de su domicilio, nacionalidad, estado civil y
carácter con que actúa. Si éste fuere una
Compañía, su nombre o razón social, su
domicilio y el lugar de su constitución; y si
ésta hubiere sido en el extranjero deberá
llenar todas las formalidad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19 de esta Ley;
b) Indicación de la clase del mineral,

제40조
광업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출원서를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한다.
a) 출원자 신분, 주소, 국적, 혼인 여부, 비자
성격, 출원자가 회사일 경우 회사명, 주소, 회사
설립지, 회사설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의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형식을 충족해
야 한다.
b) 광물 종류, 대체적인 면적 그리고 출원지역
의 경계, 광산 엔지니어, 측지학자, 측량기사 또
는 해당 전문가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된 출원지
역의 밑그림을 그린 지리적 위치, 출원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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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icie aproximada y los linderos del área
solicitada, ubicación geográfica acompañada
del croquis del área solicitada, debidamente
firmado por un Ingeniero de Minas, Geodesta,
Agrimensor o cualquier otro profesional
legalmente
autorizado
para
ello,
la
denominación que le dé el solicitante, ventajas
especiales que se ofrezcan a la República y
demás datos exigidos por la Ley;
c) Indicación de la declaración de si el
terreno es baldío, ejido o de propiedad particular
y sus colindantes, y en el último caso,
expresar el nombre del propietario;
d) Comprobar a satisfacción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su capacidad
técnica, económica y financiera;
e) Cualquier otra, información que establezcan
los reglamentos o solici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conforme a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la Ley
Orgánica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y demás Leyes de la materia;
f) Cuando, el concesionario ofreciera ventajas
especiales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35 de esta Ley, las mismas deberán
ser presentados en sobre separado y cerrado,
el cual será abierto en el momento de la toma
de decisión de la solicitud, por un comité
integrado por el Ministro, el Consultor
Jurídico y el Director de Minas.
Artículo 41. Presentada la solicitud de
concesión minera con los recaudos pertinentes
y obtenida la ocupación del territorio de
parte del organismo compete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dmitirá o.
rechazará dicha solicitud, y notificará su
resultado al interesado dentro de los cuarenta
(4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la fecha de la
presentación, pudiendo ser prorrogado dicho
lapso por un período no mayor de diez (10)
días hábiles a juicio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 no haber la
notificación, la solicitud quedará de pleno

한 명칭, 공화국이 제공한 특별이익 그리고 이
법이 요구한 기타 자료들
c) 불모지, 경작지 혹은 개인 사유지 그리고 인
접 사유지인지 명시, 사유지일 경우 소유자명
명시
d)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자금력이 기초산업
및 광물부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한다.
e) 행정절차 조직법과 기타 관련법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시행령이나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요구
하는 기타 모든 정보
f) 광업권자가 이 법의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하려 할 때, 특별이익은
별개의 봉인된 봉투로 제출되어야 한다. 기초산
업 및 광물부 장관, 법률자문관 그리고 광산국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원서를 결정할 때 개
봉한다.

제41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단위구역을 확보
하고서 광업권 설정 출원서가 제출되면 기초산
업 및 광물부는 출원서를 승인 혹은 거부하고
제출일로부터 40일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0일(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보가 없을 경우 출원서는 거부된 것이며, 이
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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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cho rechazada;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del funcionario por la falta
de notificación.
1항
Parágrafo Único. Admitida una solicitud de
광업권 설정 출원서가 승인되면 동일 광구나 동
concesión, no se admitirá otra para el
일 부지에 다른 광업권이 승인되지 않는다. 단,
mismo minera¡ y en el mismo lote, salvo
과거에 거부된 광업권 설정 출원지역에 대해서
que la anterior hubiere sido negada.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rtículo 42. Admitida la solicitud,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ispondrá su
public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entro de los veinte (2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la fecha de su
admisión. Dentro de un lapso igual, contado
a partir de la publicación anterior, el
interesado publicará la solicitud en un diario
de reconocida circulación en el país y en
otro de la localidad donde se encuentre la
concesión solicitada o, en su defecto, del
lugar más cercano a ella, todo a los fines
de la oposición que pudiera surgir en caso
de ser afectados los derechos mineros de
terceros.

제42조
광업권 설정 출원서가 승인되면 기초산업 및 광
물부는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승인을 공표한다. 승
인 공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업권 설정 출
원자는 국내 주요 일간지와 광업권 설정지역의
주요 일간지에, 광업권 설정지역의 주요 일간지
가 없을 경우 광업권 설정지역에서 최근거리 지
역의 주요일간지에 출원서 승인을 공표한다. 이
는 모두 제3자의 광업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목적으로 한다.

Parágrafo Único. Podrán oponerse al
otorgamiento de la concesión quienes tengan
una concesión otorgada en la misma área; o
pudieren resultar invadidos parcialmente en
dicha área, de otorgarse la concesión solicitada
y cualquier otro titular de un derecho
minero que pueda resultar afectado en razón
del área y del mineral solicitado.

1항
동일지역에 이미 광업권을 보유한 자 혹은 광업
권 설정 출원을 허가하고 출원지역과 출원광물
에 침해을 받는 자는 광업권 승인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Artículo 43. De haber oposición, ésta deberá
ejercerse por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continuos siguientes contados desde la
última de las publicaciones, el Ministerio
notificará al solicitante la oposición, dentro
de un lapso de cinco (5) días siguientes a
su recepción. El solicitante, dentro de los
quince (15) días siguientes al vencimiento del
lapso para la oposición, podrá contradecirla,
en tal caso, y a fin de que se evacuen las

제43조
이의신청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광업권 설정
출원승인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의신청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광업권 설정 출원자에게 이의
신청을 통보한다. 출원자는 이의신청 제기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반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증거 조사와 쌍방 당사자들의 변론
을 듣기 위해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30일 동
안의 변론기간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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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ebas presentadas y se oigan los alegatos
de las partes,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brirá un lapso probatorio
de treinta (3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l
vencimiento del lapso anterior.
Artículo 44.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cidirá la oposición dentro de
los quince (15) días continuos siguientes
partir del vencimiento del lapso probatorio,
contemplado en el artículo anterior, a menos
que, por auto debidamente razonado lo prorrogue
por una sola vez y hasta por quince (15)
días continuos, contados a partir del
vencimiento del lapso probatorio original, salvo
que en caso de, experticias los expertos
soliciten la ampliación del lapso que se le
haya concedido para la evacuación de esta
prueba, la cual se otorgará a juicio del
Ministro, por auto debidamente razonado. La
decisión sobre la oposición agotará la vía
administrativa.

제44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변론기간이 만료한 지 15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1회에 한
해서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종료한다.

Artículo 45. De no haber oposición o
cuando fuere declarada sin lugar, el Ministr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2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l vencimiento
del lapso de la oposición o de la decisión
que la declare sin lugar, otorgará la concesión
si se han cumplido todos los requisitos
establecidos en esta Ley, y expedirá el Título
de Exploración mediante resolución que se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El concesionario deberá protocolizar
la resolución en la Oficina Subalterna de
Registro de Circunscripción de ubicación de
la concesión, dentro de veinte (2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su publicación.

제45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선
언된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의제기 신청
기일 만료일로부터 혹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
고 선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필수요건을 구비한 경우 광업권을 허가하고 베
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당해 결정
을 공표하고 탐사권리 증서를 발급한다. 광업권
자는 이 결정을 경계등록 하위사무소에서 공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한다.

Parágrafo Único. En caso de que el
1항
Ejecutivo Nacional no otorgare la concesión,
정부가 광업권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
así lo hará saber mediante resolución que
해관계자에게 당해 결정을 알린다.
comunicará al interesado.
Artículo 46. Las concesiones extinguidas, 제46조
renunciadas, caducadas o aquellas que sean 만료, 포기, 소멸 광업권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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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ladas por sentencia de Corte Suprema de
Justicia, serán consideradas zonas libres y el 해 무효된 광업권에 대하여 정부는 원 광업권자
Ejecutivo Nacional podrá otorgarlas total o 의 경계를 고려하여 전부 혹은 일부의 광업권을
parcialmente teniendo o no en cuenta los 허가할 수 있다.
linderos de la concesión primitiva.
Artículo 47. Las zonas libres a las que se
refiere el a anterior así como las reservas
nacionales previstas en el artículo 28 de esta
Ley, se otorgarán únicamente mediante el
siguiente procedimiento:
1.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mediante resolución que se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indicará las zonas libres y las
reservas nacionales sobre las cuales se
podrán formular solicitudes para obtener
concesiones, así como las condiciones de las
mismas, las cuales deben mantener la
igualdad de oportunidades entre los concurrentes
y el lapso dentro del cual deberán presentarse
dichas solicitudes;
2. Los que aspiren a obtener una concesión
en las áreas indicadas en este artículo,
dirigirán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sus solicitudes;
3.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estipular con
el solicitante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35 de esta Ley, ventajas especiales;
4. Dentro del lapso fijado para oír las
solicitudes, podrán formular oposiciones todas
aquellas personas que consideren afectados
sus derechos mineros, dicha oposición se
tramitará conforme al procedimiento previsto
en el artículo 42 y siguientes de esta Ley;
5. Vencido él lapso que se hubiere fijado
para oír las solicitudes sin que se haya
formulado oposición o si la misma hubiese
sido declarada sin luga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djudicarálabuenaproalasolicitudqueasujuicioha
llaremásfavorableparalosinteresesdelaRepúblic
a,locualcomunicaráalsolicitantefavorecido.Dent
rodelosquince(15)díassiguientesalafechadelapu

제47조
전항이 의미하는 자유지역과 이 법 제28조가
규정한 국가보존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허가된다.
1.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공포
되는 결정을 통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광업권
설정 출원서상 자유무역지대와 국립환경보존지
역 그리고 광업권 설정 출원자간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조건 그리고 출원서 제출기간을
통보한다.
2. 제47조에서 정한 지역에서 광업권을 취득하
고자 하는 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출원서를
제출한다.
3. 정부는 이 법의 제3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에게 특별이익을 규정할 수 있다.
4. 출원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내에 자신의
광업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모든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이 법의 제
42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5. 이의 제기 없이 출원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
간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부결을 선언한 경우 공화국 이익에 가장 부합된
다는 공화국 판단에 따라 출원서를 승인한다.
출원서 공표일자로부터 15일 내에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신청지역의 광업권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자에게 탐사권 혹은 광업권을 발급한다.
국가보존지역의 경우 기술서비스 당해구역의 설
계도를 출원자 비용부담으로 2통을 준비한다.
그 면적은 이 법 제28조가 정하는 한계를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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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cacióndelamisma,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xpedirá al solicitante favorecido el título de
exploración o el certificado de explotación
según las circunstancias de la concesión de
donde provenga el área solicitada.
En el caso de las reservas nacionales, el
servicio técnico hará trazar por duplicado, a
costa del solicitante, los planos de las
parcelas correspondientes, cuya superficie no
podrá exceder el límite fijado en el artículo
28 de esta Ley.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 Exploración

탐사

Artículo 48. La concesión de exploración y
subsiguiente explotación confiere al concesionario,
sus herederos o causahabientes, durante el
período exploratorio, el derecho exclusivo de
explotar el área concedida y de elegir para
su explotación la superficie que determine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pero en ningún caso
dicha superficie será mayor de la mitad del
área concedida para la exploración en parcelas
que dentro de ellas seleccionare y no podrán
exceder de quinientas trece hectáreas (513
has.) cada una, según el plano general que
deberá presentar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as parcelas podrán agruparse con el fin de
obtener una racional explotación del yacimiento,
serán de forma rectangular excepto en aquellas
que en razón de la configuración de los
linderos del lote deban adoptar una forma
diferente.
La superficie que deje libre el concesionario
dentro del número de hectáreas que mide el
lote, quedará sometido a las disposiciones
del artículo 47 de esta Ley.

제48조
탐사권와 광업권은 탐사기간 동안 광업권자, 상
속인들 또는 승계인들에게 허가지역을 탐사하고,
기술, 금융, 환경 타당성 연구(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에 의해 정해
지는 지표을 채굴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
여한다. 그러나 탐사면적은 어떤 경우에도 허가
구역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해야 되는 총 계획서에 따른 513
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
구획들의 합리적인 채굴을 위해 병합할 수 있으
며, 그 형태는 직사각형이 된다. 단, 경계부지의
설정 상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형태를 허용
된다.
부지 측정의 헥타르 내에 광업권 설정지 외의
나머지 지표는 이 법의 제47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ículo 49. El período exploratorio tendrá 제49조
una duración no mayor de tres (3) años, de 탐사기간은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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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erdo con la naturaleza del mineral de
que se trate y demás circunstancias pertinentes, 하여 채굴광물의 성질과 기타 관련 상황에 따라
según lo determinen los reglamentos de esta 최장 3년간으로 한다.
Ley.
Parágrafo Único. El período de exploración 1항
podrá ser prorrogado por una sola vez y por 탐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으
un lapso no mayor de un (1) año.
면서 기간 동안만 연장할 수 있다.
Artículo 50. El concesionario presentará
dentro del lapso de exploración, el plano de
cada unidad parcelaria que escoja, en escala
de 1:10.000 y el plano general a una escala
de 1:25.000, ambos planos cumplirán con
los requerimientos técnicos que establezca
esta Ley y sus reglamentos.
Los planos deberán contener la siguiente
información: nombre de la concesión, clase
de mineral, sitios donde se han practicado
exploraciones, división político-territorial donde
esté ubicada la misma, longitud de los lados
del polígono que la demarque, coordenadas
de los botalones que señalen los vértices del
polígono, las concesiones colindantes y todos
aquellos datos que se consideren pertinentes
para esclarecer cualquier circunstancia que
pueda afectar los derechos de la República
o de terceros que sirvan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ara determinar
la posición de la concesión y al concesionario
para la elaboración de los planos.
El levantamiento topográfico se hará bajo la
orientación de los métodos geodésicos o
topográficos que aseguren las exactitudes
exigidas para estos trabajos y deben coloca
botalones perdurables en los vértices del
polígono que delimiten la concesión. Los planos
o los instrumentos cartográficos deberán estar
certificados por un Ingeniero de Minas,
Geodesta, Agrimensor o cualquier otro
profesional legalmente autorizado para ello.

제50조
광업권자는 탐사기간 동안 선택한 구역의 1:10,000
크기의 개별 구역의 도면과 1:25,000 크기의
전체 구역의 도면을 제출한다. 두 도면은 이 법
과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요건을 충족한다.
도면은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광업권명,
광물 종류, 탐사한 지역, 광업권 지역의 행정구
역, 광업권을 경계 짓는 다각형 대변의 길이,
다각형의 교차점이 가리키는 말뚝의 좌표, 인접
광업권, 광업권의 위치와 광업권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필요한 국가나 제
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
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이 작업은 측량지학적 혹은 지형학적 방법에 따
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업권의 경계를
짓는 다각형 교차점에 말뚝을 세워야 한다. 도
면 또는 측량도구들은 광업 엔지니어, 측량지학
자, 측량기사 또는 법으로 인가된 기타 전문가
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Artículo 51. En el caso de que la superficie 제51조
encerrada dentro de los linderos del lote 부지경계 범위 내에 둘러싸인 지표가 광업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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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ara mayor de la que expresa título, el
concesionario escogerá y hará trazar en el
plano la porción que baste para cubrir el
número de hectáreas concedidas, con los
cuales podrá formar las parcelas explotación,
conforme al artículo 48.

정구역을 초과한 경우, 광업권자에게 승인된 헥
타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48조에 따라 채굴구
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면상에 표시하도록 한
다.

Artículo 52. Dentro del lapso de exploración
contemplado en esta Ley el concesionario
presentará un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a y ambiental de la concesión y
cualquier otra información sobre las actividades
que para el aprovechamiento del mineral se
proponga llevar a cabo.
En caso de que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no sea
conformado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sí lo hará saber al
interesado por acto debidamente razonado y
el concesionario dispondrá de hasta noventa
(90) días continuos para la presentación de
un nuevo estudio.

제52조
이 법이 정한 탐사기간 내에 광업권자는 광업권
의 기술, 재정, 환경 타당성 연구보고서와 광물
개발활동에 대한 모든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
다.
기술, 재정 및 환경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기초
산업 및 광물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며, 광산업
자는 90일내에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rtículo 53. El concesionario presentará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os
planos y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junto con un escrito
en el que solicite su aprobación y la expedición
del certificado que prevé el artículo 56.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el aviso de la
solicitud de aprobación de los planos y d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제53조
광산업자는 도면, 기술, 재정 및 환경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56조에서 규정한 승인 및 승인
서 발급을 청구하는 서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기
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의 관보에 도면들과 기술, 재정, 환경 타
당성 연구보고서 신청의 승인을 공표한다.

Artículo 54. A partir de la publicación del
avis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comenzará a correr un lapso de treinta (30)
días continuos para que todo interesado
pueda, hacer oposición a la aprobación de
los planos presentados, si sostuviera que
éstos difieren del croquis en que se basó la
concesión, y que al suceder así se le invadió
al opositor alguna concesión colindante que

제54조
제출된 도면이 광업권 설정 출원 허가 시 제출
된 밑그림과 상이하고, 인접 광업권을 침범한다
고 이해관계자가 주장한다면, 제53조에서 언급
한 공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된 도면의 승
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제
출된 도면을 검토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표일로부터 90일 내에 보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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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é vigente.
Estudiados los planos, haya oposición o no,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ordenará que las irregularidades de que pudieren
adolecer, sean subsanadas dentro de un la
lapso no mayor de noventa (90) días continuos,
contados a partir del vencimiento del lapso
anterior.
Artículo 55. Para la presentación de los
planos y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53, el concesionario podrá solicitar
antes de que venza el lapso otorgado para
la exploración una prórroga hasta de un
(1)año, la cual podrá ser otorgada por el
Ministerio si encontrare razonable la
solicitud, salvo el caso de fuerza mayor en
que deberá otorgarla.

제55조
제53조에서 언급한 도면과 기술, 재정, 환경 타
다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광업권자
는 탐사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장 1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당해 신청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여 허가한다.
단, 불가항력일 경우는 제외한다.

Artículo 56. Admitidos los planos y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un lapso de treinta (30)
días continuos, declarará su aprobación por
resolución en la cual dispondrá que se
otorgue el Certificado de Explotación dentro
de un lapso de treinta (30) días continuos a
contar de la fecha de la Publicación de dicha
resolución. El Certificado de Explotación
indicará las unidades Parcelarias escogidas
por el concesionario, quien deberá protocolizarlo
por ante la Oficina Subalterna de Registro
de la Circunscripción de ubicación de la
concesión,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siguientes a su public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Así mismo, se le entregará al concesionario
copia certificada del plano general y de los
planos de las parcelas escogidas.

제56조
도면과 기술, 재정 환경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채택되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30일 이내에
결정사항 공지일에서 계산하여 30일 내에 광업
권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광업권증은 광업권
자가 선택한 단위구역을 명시한다. 광업권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의 관보에서 공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업권지 소재의 경
계등록 하위사무소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광업권자에게 전체 도면과 선택구역들의 개별
도면의 사본을 교부한다.

Artículo 57. Los minerales obtenidos como
producto de los trabajos de exploración que
no se utilicen para satisfacer necesidades de
la misma, podrán ser vendidos, previa

제57조
탐사목적에 맞지 않는 탐사작업의 부산물로 획
득한 광물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 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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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y mediante el pago del impuesto
업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que le correspondería pagar sí la concesión
estuviera en explotación.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a Explotación

채굴

Artículo 58. Se entiende que una concesión
está en explotación, cuando se estuviera
extrayendo de las minas las sustancias que
la integran o haciéndose lo necesario para ello,
con ánimo inequívoco de aprovechamiento
económico de las mismas y en proporción a
la naturaleza de la sustancia y la magnitud
del yacimiento.

제58조
광물의 경제적 이용을 분명히 원하고 광물의 성
질과 광맥의 크기 조사하면서 광물을 채굴하려
한다면 광업권을 사용한다고 간주한다.

Parágrafo Único. Cuándo un concesionario
tuviere un grupo de concesiones, todas ellas
se considerarán en explotación, cuando desde
una misma instalación, se estuviera ejerciendo
la actividad minera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ste artículo.

1항
광업권자가 수개의 광업권을 보유한 경우 모든
광업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광
업지에서 작업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모든 광업
지에서도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업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rtículo 59. Antes de iniciar :a explotación,
el concesionario acreditará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mediante
copia certificada, el cumplimiento de las fianzas
ambientales que garanticen la reparación de
los daños ambientales que puedan causarse
con motivo de dicha explotación.

제59조
채굴작업 전에 광업권자는 채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을 복구할 환경보증이행 공인
인증서를 제출한다.

Artículo 60. El concesionario presentará a
satisfacción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ntes de iniciar la explotación,
fianza de fiel cumplimiento del programa de
desarrollo y explotación librada por bancos o
empresas de seguro de reconocida solvencia,
por un monto equivalente al cinco por
ciento (5%) de los ingresos estimados de las
ventas anuales. Esta fianza será renovada y
actualizada cada año. El Ministerio ordenará
la ejecución de la fianza en caso de
paralización por más de seis (6) meses de
las actividades, sin causa justificada.

제60조
광업권자는 채굴 전에 예상되는 연 매출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유명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하는 개발 및 채굴 프로그램 이행
보증서를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한다. 이
보증서는 매년 갱신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채굴작업이 중지된
경우 보증서 집행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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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61. Las parcelas objeto de los
derechos mineros deben ponerse en
explotación en un lapso máximo de siete (7)
años contados a partir de la fecha de la
publicación del respectivo certificado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La explotación de la concesión no podrá ser
paralizada sino por causa justificada y por
un lapso no mayor de un (1) año, excepto
en los casos fortuitos o de fuerza mayor
que deberán ser comunicados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quien decidirá
al respecto. Sin embargo, durante el lapso
de la paralización, el titular del derecho
continuará aquellas actividades y trabajos
necesarios para la preservación de los
mismos.

제61조
광업권의 대상구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
화국 관보에 보증서 공표일로부터 7년간 채굴되
어야 한다. 채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지될 수
없고, 불가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광업권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이를 통보하고,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이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기간 동
안 불가항력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계속한
다.

Artículo 62. Cuando durante la explotación
el titular del derecho minero encontrare
minerales diferentes al de su título, estará
obligado a comunicarlo de inmediato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organismo que podrá disponer su explotación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los literales a
y b del artículo 7 de esta Ley, teniendo el
concesionario derecho preferente en caso de
que la misma no sea ejercida directamente
por el Ejecutivo Nacional.

제62조
채굴작업 동안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허가된 광
물과 다른 종류의 광물을 발견한 경우 광업권자
는 즉시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이를 통보하고,
이 법 제7조 a, b가 정한 바에 따라 채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광업권을 행사하
지 않는다면 광업권자는 이에 우선권을 갖는다.

Parágrafo Único. En el caso de que el
ejercicio de la explotación le correspondiere
al concesionario en virtud de haber ejercido
derecho preferencia para ello, bastará que
éste celebre convenio con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1항
광업권자가 우선권을 행사하여 광업권을 행사할
경우 광업권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와 계약을
체결한다.

Artículo 63. Cuando en el curso de una
explotación se invadiere una concesión
ajena, el valor bruto del mineral extraído de
ésta se repartirá por mitad con el colindante
si se probare que el concesionario invasor no
procedió de buena fe, pagará al colindante
perjudicado el doble del valor de lo
extraído.

제63조
채굴과정에서 타 광업권을 침범한 경우 채굴된
광물의 총가치의 절반을 인접 광업권자에게 배
분한다. 고의에 의한 침범일 경우에는 채굴광물
가치의 2배를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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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IV

제4 편

DE LA PEQUEÑA MINERÍA, DE LAS
MANCOMUNIDADES MINERAS Y DE 소규모 광업, 광업조합들, 수작업 광업
LA MINERIÍA ARTESANAL

CAPÍTULO I

제1 장

DE LA PEQUEÑA MINERÍA Y DE LAS
소규모 광업과 광업조합들
MANCOMUNIDADES MINERAS
Sección Primera

제1 절

De la Pequeña Minería

소규모 광업

Artículo 64. La pequeña minería es la
actividad ejercida po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de nacionalidad venezolana para la
explotación de oro y diamante, durante un
período que no excederá de diez (10) años,
en áreas previamente establecidas mediante
resolución,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cuya superficie no será mayor
de diez (10) hectáreas, para ser laborada por
un número no mayor de treinta (30) trabajadores
individualmente considerados.

제64조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 10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초산업 및 광
물부의 결정에 따라 예전에 설정된 지역에서 금
과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을 소규모 광업이
라 한다. 이것은 면적은 10헥타르 이하이고, 작
업자는 30명 이하이다.

Artículo 65.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mediante resolución, 제65조
establecerá las normas para la elaboración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부령으로 이 장에서 정하
de los proyectos mineros a que se contrae 는 광업 프로젝트 수행규칙을 제정한다.
este Capítulo.
Artículo 66. Para someter un área al
régimen de la pequeña minería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tomará en
cuenta las inversiones iniciales necesarias,
las cantidades de mineral a ser extraído y la
capacidad de las instalaciones para la extracción
beneficio y procesamiento del mineral y
demás condiciones que determinen los reglamentos
de esta Ley.

제66조
일정 지역을 소규모 광업제도에 포함시키기 위
해서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초기 필요투자, 채
굴 광물량 그리고 채굴 수익과 광물 가공 그리
고 기타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조건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Artículo 67. El derecho de explotación que
se deriva del ejercicio de la actividad de la
pequeña minería es a título precario, se
otorga intuitu personae, y en consecuencia,
no confiere derechos reales inmuebles, por
lo que no podrá ser enajenado, gravado,
arrendado, traspasado ni cedido; salvo su

제67조
소규모 광업권 행사에서 발생되는 광업권은 일
시적 권리이며 일신 전속권이다. 결과적으로 물
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도, 담보, 조광, 이전,
양보할 수 없다. 단 광업조합 설립을 위한 기금
출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허가된 목적상 취지가 손상될 경우 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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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rte al fondo social constituido para la
formación de mancomunidades mineras.
La, resolución que autoriza el ejercicio de
dicha actividad podrá ser revocada por el
Ejecutivo Nacional, en caso de que se
desnaturalice el objeto para el cual fue dictado.
La explotación mediante pequeña minería
deberá ejercerse con acatamiento a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y estará sujeta
a las disposiciones tributarlas previstas en
esta Ley.

허가하는 결정은 정부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소규모 광업의 채굴은 현행 환경규범을 준수하
면서 이루져야 하고, 이 법이 정한 과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rtículo 68. La pequeña minería sólo se
ejercerá bajo la modalidad de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otorgada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mediante
resolución que se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La resolución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que otorgue l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indicará el nombre o
denominación social del titular del derecho,
tipo de mineral a ser explotado, lapso de
vigencia, extensión y ubicación del área y
cualquier otro dato que permita la mejor
precisión de la autorización otorgada.

제68조
소규모 광업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
보에 공포된 결정에 따라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허가한 채굴허가 방식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허가한 광업권의 결정문
은 광업권자의 성명 혹은 회사명, 채굴 광물 종
류, 채굴기간, 면적, 소재 그리고 광업권 허가와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를 명기한다.

Artículo 69. L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se otorgará sobre los depósitos de minerales
que por su naturaleza, dimensión, ubicación
y utilidad económica puedan ser explotados
independientemente de trabajos previos de
exploración.

제69조
채굴허가는 탐사 사전작업과 별개로 채굴될 수
있는 광물의 성질, 크기, 위치 그리고 경제가치
의 매장지에 부여된다.

Artículo 70. Las personas que estén ejerciendo
actividades que puedan ser sometidas al
régimen de la pequeña minería, tienen
prioridad para obtener l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en aquellas áreas donde se
encuentren ejerciendo dichas labores, siempre
y cuando no, contravengan la normativa
ambiental y la de ordenación del territorio
previa constatación de tal circunstanciada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y el cumplimiento del procedimiento contenido

제70조
소규모 광업제도에 기속되는 자는 소규모 광업
지에서 채굴허가를 취득하는 데 우선권을 갖는
다. 이 경우 환경규범과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제한하는 토지 사전확인 규칙 다음 조항들이 규
정하는 바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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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los artículos siguientes.
Artículo 71. Los interesados en obtener un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deberán presentar
por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a solicitud acompañada del plano
o croquis de la parcela donde realice o
aspire realizar las labores mineras. El plano
deberá cumplir con los parámetr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50 de esta ley.

제71조
탐사허가를 취득하려는 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
부에 광업활동을 하려는 구획의 계획서 혹은 밑
그림과 함께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는
이 법 제50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rtículo 72. Recibida la solicitud y obtenida
la ocupación del Ministerio de Energía y
territorio del organismo compete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la recepción de la solicitud y si
ésta fuere admitida, ordenará su public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y los interesados deberán hacerla
publicar dentro de un lapso igual, contado a
partir de la publicación anterior, en un
diario de reconocida circulación nacional y
en otro de la localidad o en su defecto, del
lugar más cercano al área seleccionada; todo
ello a los fines de la oposición que pudiera
surgir en caso de que sean afectados los
derechos mineros de terceros. Dicha oposición
deberá ejercerse por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contar desde
la última de las publicaciones.

제72조
출원서가 접수되고 주무관청 관할의 토지가 점
유되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출원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
국 관보에 공포를 명한다. 이해관계자는 공포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지역
주요 일간지, 만약 없다면 선택 지역과 최근거
리의 지역 주요 일간지에 이를 공표한다. 이 모
두는 제3자 광업권 침해가 발생 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의신청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기한다.

Artículo 73.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cidirá la incidencia de
la oposición dentro de los quince (15) días
continuos siguientes al vencimiento del lapso
para formular la oposición. Dicha decisión
agota la vía administrativa.

제73조
이의제기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 기초
산업 및 광물부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결정으로
행정심판은 종료된다.

Artículo 74. De no haber oposición o
cuando fuere declarada sin lugar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l
interesado deberá presentar el plano y el
proyecto miner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65 de esta Ley, dentro de un lapso de

제74조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이의
제기의 이유 없음을 선언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로부
터 혹은 제73조에서 의미하는 행정심판 종료일
로부터 90일 내에 이 법 제65조에서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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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nta (90) días continuos contado a partir
del vencimiento del lapso para ejercer la
도면과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
oposición o de la decisión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Artículo 75. En caso de que el plano y el
proyecto minero presentaran fallas,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ordenará la corrección de las mismas, las
cuales deberán ser subsanadas en un lapso
no mayor de treinta (30) días, contados a
partir de la notificación al interesado.

제75조
설계도면과 광업 프로젝트의 흠결에 대해 기초
산업 및 광물부는 보정을 명하고, 이는 출원자
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정되어어야
한다.

Artículo 76. Presentado el plano y el
proyecto minero o, subsanadas las fallas,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ispondrá de un lapso de treinta (30) días
continuos para dictar la resolución aprobatoria
de los mismos, la cual contendrá l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correspondiente,
que será publicada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entro de los
veinte (20) días siguientes.

제76조
도면과 광업 프로젝트가 제출되거나 제 흠결이
보정되었다면,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30일 내에
허가결정을 내린다. 이 허가결정은 20일 내에
베네수엘라 관보에 공표된다.

Sección Segunda

제2 절

De las Mancomunidades Mineras

광업조합

Artículo 77. Con el fin de obtener un mejor
aprovechamiento de los recursos mineros,
facilitar las operaciones técnicas mejorar el
rendimiento de las explotaciones y proteger,
recursos naturales y el ambiente, el Estado
propiciará construcción de mancomunidades
mineras.
A los efectos de esta ley, se entiende por
mancomunidad minera la agrupación de
pequeños mineros en diversas zonas de un
mismo yacimiento o de varios de éstos,
situados de forma tal, que permita la
utilización conjunta de todos o parte de los
servicios necesarios para su aprovechamiento
en ejercicio de la actividad minera.

제77조
광물자원을 효율적인 개발, 기술적인 작업의 편
이, 채굴량의 증산 그리고 자연자원과 환경보호
를 위해서 국가는 광업조합을 설립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여러 지역, 동일 광맥 혹
은 수개 광맥의 소규모 광업단체를 광업조합으
로 이해한다. 이는 공동으로 광업활동 행사에
있어서 재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부 혹은 일
부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Artículo 78. Los titulares de autorizaciones 제78조
de explotación, interesados en la formación 광업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채굴 허가권자(광업
de una mancomunidad deberán hacer la 권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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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ud por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a cual se acompañará del
proyecto minero que justifique las ventajas
que se deriven de la formación de la
mancomunidad minera, con expresión de las
condiciones técnicas, económicas y la
repercusión social de la misma; proyecto del
convenio entre los interesados, del acta
constitutiva que regule la forma societaria
adoptada y planos del área a desarrollar.

야 한다. 이 신청서와 함께 광업조합 설립으로
발생되는 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광업 프로젝
트, 기술적⋅경제적 조건, 광업조합의 사회적 영
향,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서, 정관 그리고 개발
지역의 도면 등을 첨부한다.

Parágrafo Único. La mancomunidad se
1항
subrogará en los derechos mineros de los
광업조합은 조합원의 광업권을 대위한다.
integrantes de la misma.
Artículo 79. Recibida la solicitud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n
un lapso de sesenta (60) días continuos dictará
la resolución mediante la cual apruebe o niegue
la formación de la mancomunidad minera.
La resolución aprobatoria será publicada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y los interesados deberán cumplir los demás
requisitos legales necesarios para la constitución
de la forma societaria adoptada.
En caso de negativa, esta deberá ser
debidamente razonada y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berá notificarlo
a los solicitantes.

제79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이를 통해 광업조합
설립의 승인 혹은 거부한다. 허가결정은 베네수
엘라 관보에 공표한다. 이해관계자는 조합설립
에 필요한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거부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기
초산업 및 광물부는 신청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Artículo 80. Constituida la mancomunidad
minera y presentada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a solicitud de
concesión sobre las áreas objeto de las
autorizaciones de explotación el Ministerio
seguirá el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de la misma en fase de explotación, si se
han cumplido los requisitos previstos en el
Título III, Capítulo IV, Sección Segunda de
esta Ley, en cuanto le fueren aplicables.

제80조
광업조합이 설립되고, 채굴허가 대상지역에 대
한 광업권 설정 출원서가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제출되고, 이 법 제3편, 제4장, 제2절이 정한
필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초산업 및 광물
부는 채굴허가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제81조
Artículo 81. El ejercicio de la actividad
광업조합을 통한 광업활동의 행사는 이 법에서
minera mediante mancomunidades mineras,
지시한 세금의 납부에 따른다. 광업조합을 통한
estará sujeto al pago de los impuestos
광업작업 시행은 이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할
previstos en esta Ley.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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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ÍTULO II

제2 장

DE LA MINERIA ARTESANAL

수작업 광업

Artículo 82. La minería artesanal es aquella
que se caracteriza por el trabajo personal y
directo en la explotación de oro y diamante
de aluvión, mediante equipos manuales, simples,
portátiles, con técnicas de extracción y
procesamiento rudimentarios y que sólo
puede ser ejercida por personas naturales de
nacionalidad venezolana.

제82조
수작업 광업은 충적토의 금과 다이아몬드의 채
굴에 있어서 휴대가능한 간단한 수작업 장비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채취하고 가공하는 기초적
인 작업이다. 이 수작업 광업은 베네수엘라 국
적을 가진 자연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Artículo 83. El Estado atenderá el ejercicio
de la minería artesanal y prestará asesoramiento
técnico para su evolución hacia estadios
superiores de la actividad. El Ejecutivo
Nacional señalará, mediante decreto, las áreas
especialmente destinadas para el ejercicio de
esta actividad.

제83조
국가는 수작업 광업을 지원하며, 수작업 광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정부는
수작업 광업지역을 부령으로 공포한다.

Artículo 84. La minería artesanal deberá ser
제84조
realizada con estricto acatamiento de la
수작업 광업은 환경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normativa ambiental.
Artículo 85. El ejercicio de la minería 제85조
artesanal estará sujeta al pago de los impuestos 수작업 광업은 이 법이 정하는 세금을 납부할
previstos en esta Ley que le sean aplicables. 의무를 진다.

TÍTULO V

제5 편

DE LAS ACTIVIDADES CONEXAS O
광업 관련 또는 보조 사업
AUXILIARES DE LA MEINERIA
Artículo 86. El almacenamiento, tenencia,
beneficio, transporte, circulación y comercio
de los minerales regidos por esta Ley, estarán
sujetos a la vigilancia e inspección por parte
del Ejecutivo Nacional y a la reglamentación
y demás disposiciones que el mismo tuviera
por conveniente dictar, en defensa de los
intereses de la República y de la actividad
minera. Cuando así convenga al interés público,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reservarse
mediante decreto cualquiera de dichas actividades
con respecto a determinados minerales.

제86조
이 법이 규율하는 광물의 저장, 소유, 이익, 운
송, 유통 및 판매는 정부의 관리감독, 정부가
국가이익과 광물사업의 보호 측면에서 이롭다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기타 시행령 및 부령을 준수
한다. 정부가 국익에 이롭다고 판단한다면 특정
광물에 대하여 위 모든 사업에 대해 부령으로
보류를 명할 수 있다.

Artículo 87. Cuando algunas de las 제87조
actividades indicadas en el artículo anterior 제86조에서 언급한 사업이 영리사업으로 제3자
sean prestadas a terceros como actividad 에게 부여되고 공공서비스 성격을 띤다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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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rativa, revisten el carácter de servicio
público y, en consecuencia estarán sujetas al 적으로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정한 세율이 적용
pago de las tarifas que establezca el Ministerio 될 수 있다.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TÍTULO VI

제6 편

DE LA FISCALIZATIÓN Y VIGIANCIA
광업의 제어와 감독 관련
DE LAS ACTIVIDADES MINERAS
Artículo 88. El Ejecutivo Nacional, por
órgano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vigilará, fiscalizará y controlará las
actividades de tod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pública o privada, en las materias
sometidas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sus reglamentos, sin perjuicio de la vigilancia,
fiscalización y control que corresponden a
los Estados conforme a las leyes.

제88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를 통해 정부는 이 법과 시
행령이 규율하는 분야에서 모든 자연인, 법인,
공인 혹은 사인의 사업을 감독, 관리 및 통제한
다. 이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각 주의 감독, 관
리 및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rtículo 89. Se crea el Resguardo Nacional
Minero con el carácter de órgano auxiliar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será ejercido por el Ministerio de la Defensa
por órgano de las Fuerzas Armadas de
Cooperación (Guardia Nacional) y estará
sometido,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de
resguardo minero, a las normas de derecho
público que le sean aplicables y a las
responsabilidades administrativas, de salvaguarda
del patrimonio público, penales y civiles que
le correspondan.
El Resguardo Nacional Minero comprende
las funciones y competencias de inspección,
vigilancia y control del territorio nacional de
las actividades mineras, así como de las
actividades que directa o indirectamente
puedan incidir sobre el normal desarrollo de
las mismas; velar por el cumplimiento de
todas las disposiciones legales, mantener el
orden público y garantizar el respeto a los
derechos fundamentales en los sitios y
lugares del territorio nacional donde se
ejerzan las actividades mineras.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tomará las previsiones presupuestarias necesarias

제89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보조기관으로서 국가광산
경비대를 창설한다. 이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
며, 공법 규정과 행정, 형사, 민사, 공공재산 보
호 책임을 진다.
국가광산경비대는 광업지역을 감독, 관리 및 통
제하는 권능을 갖는다. 따라서 광업이 행해지는
전 국토에서 광업개발을 진흥하고, 법규정의 준
수를 감독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기본권리존
중을 보장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국가광산경비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다. 이 법의 시행령
은 국가광산경비대의 조직, 기능, 권한 그리고
기관배열, 공무원과 활동사업을 규율하는 규정
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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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el funcionamiento del servicio de
Resguardo Nacionalminero.
Los Reglamentos de esta Ley establecerán las
normas que regirán la organización, funcionamiento,
atribuciones y coordinación de los organismos,
funcionarios y actividades para el ejercicio
del Resguardo Nacional Minero.

TÍTULO VII

제7 편

DEL RÉGIMEN TRBUTARIO

과세

Artículo 90.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pagarán los siguientes impuestos:
1. Impuesto superficial por cada hectárea de
área otorgada, el cual se causará a partir del
cuarto año de otorgamiento del derecho
respectivo y deberá pagarse por trimestres
vencidos dentro de los cinco (5) días
siguientes al vencimiento de cada trimestre.
A los efectos del pago de este impuesto, los
beneficiarios de derechos mineros sobre oro
y diamante, se regirán por la Tabla “A”,
cuya aplicación será acumulativa sobre
extensiones totales de áreas otorgadas. Para
los demás minerales, los pagos se regirán
por la Tabla “B”, en ambos casos, los
montos establecidos en este artículo se
calcularán por la Unidad Tributaria (U.T.),
vigente a la fecha de pago.
El pago deberá realizarse por ante las
Oficinas Receptoras de Fondos Nacionales,
una vez efectuada la liquidación por parte
de la Oficina Liquidadora correspondiente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a vez iniciada la explotación de la
concesión, se rebajará del impuesto superficial,
el impuesto de explotación correspondiente
al mismo período, hasta su concurrencia con
el primero.
TABLA “A” Impuesto Superficial Oro y
Diamante (U.T./Ha.)
AÑO
Ha./U:T:
TABLA “B” Impuesto Superficial Otros
minerales (U:T:/Ha)

제90조
광업권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광업권이 부여된 4년째 해부터 허가지역의
헥타르당 부과되는 지표세는 매 4분기 완료 5
일 내에 납부한다. 세금은 기초산업 및 광물부
의 결산사무국이 납부액을 정하면 국가기금 징
수사무국이 납부해야 한다. 채굴이 시작되면 토
지세와 채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채굴세는 토지세에서 공제된다.
과표 “A”
표면 세금(Impuesto Superficial)
금과 다이아몬드(U.T./Ha.)
과표 “B”
표면 세금
다른 광물들(U:T:/Ha)
2. 채굴세는 광물 채취부터 발생되고, 광물 채
취 익월 15일 내에 납부한다. 이때 정부의 선택
에 따라 금전 혹은 현물로 징수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세금계산은 이하의 방식을 따른다.
a) 금, 은, 백금 및 백금이 섞인 광물의 경우
카라카스의 가공광물 상업가치의 3%
b) 다이아몬드와 기타 보석의 경우 카라카스의
상업가치의 4%
c) 기타 광물의 경우 광산의 상업가치의 3% 이
는 광물을 채굴하고 정제하여 광구에서 정제공
장으로 운송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
한다. 이 경우 제반 사항들간 매매시장에서 광
물의 부와 가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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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ÑO
Ha./U:T:
2. El impuesto de explotación se causará
desde la extracción del mineral y se pagará
dentro los primeros quince (15) días continuos
del mes siguiente al de la extracción que lo
cause y podrá ser recabado, a opción del
Ejecutivo Nacional, en dinero o en especie.
En el primer caso, el cálculo del impuesto
se hará conforme a las siguientes normas:
a) El tres por ciento (3%) del valor
comercial en Caracas del mineral refinado,
cuando se trate de oro, plata, platino y
metales asociados a este último.
b) El cuatro por ciento (4%) del valor
comercial en Caracas cuando se trate de
diamante y demás piedras preciosas.
c) El tres por ciento (3%) calculado sobre
su valor comercial en la mina, para otros
minerales, el cual incluye los costos en que
se incurra hasta el momento en que el
mineral extraído, triturado o no, sea depositado
en el vehículo que ha de transportarlo fuera
de los límites del área otorgada o a una
planta de beneficio o refinación, cualquiera
sea el sitio donde ésta se localice, teniendo
en cuenta su riqueza y el precio del mineral
en el mercado comprador entre otros factores
relevantes.
Parágrafo Primero. Cuando las condiciones
económicas lo ameriten,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acordar una reducción hasta el nivel
del uno por ciento (l %) del impuesto de
explotación previsto en el literal c de este
artículo.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restablecer dicho impuesto, en su monto
cuando a su juicio se hayan cesado las
causas que motivaron la reducción.

1항
경제적
규정한
정부는
세금을

Parágrafo Segundo. A los efectos del pago
del impuesto de explotación, todo titular de
derechos mineros deberá presentar una declaración
por cada área otorgada y mineral económicamente

2항
채굴세 납부의 목적상, 모든 광업권자는 각 허
가지역과 채굴 광물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명확하고 정확하게 신고서상

가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이 조 c에서
채굴세의 1%까지 인하를 정할 수 있다.
세금인하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상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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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vechable en explotación, indicando en
cada una de ellas, de un modo claro y
preciso el volumen del mineral extraído
durante el mes de trabajo a que se contraiga
dicha declaración, la riqueza media del
mineral, el precio de venta y el monto del
impuesto que le corresponda pagar. En el
caso del oro y el diamante deberá indicarse,
además, el número de toneladas de mineral
explotado, el número de gramos de oro o
metal fino extraído del yacimiento en el
caso del diamante, el número de quilates
métricos.
La declaración deberá acompañarse de las
guías de circulación del mineral, autorizadas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quien verificará la veracidad o
exactitud de la información suministrada por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antes de
proceder a realizar la liquidación respectiva,
sin perjuicio de que dichas declaraciones
puedan ser revisadas posteriormente de
acuerdo con las disposiciones del Código
Orgánico Tributario.

작업기간 동안 채굴 광물량, 광물의 평균가치,
판매가 그리고 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금의
경우는 그램으로,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킬라데
로, 기타 광물인 경우는 채굴광물의 양을 톤으
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신고서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의해 승인된 광
물유통 지침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납부액을 정하기 전에 광업권자가 제
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위의 세무신
고는 조세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적으
로 검토될 수 있다.

Parágrafo Tercero. La declaración a que se
3항
refiere el parágrafo segundo deberá hacerse
두 번째 절에서 의미하는 신고서는 기초산업 및
ante la Oficina Liquidadora Regional del
광물부의 지역기금 징수사무국에 제출한다.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arágrafo Cuarto. En caso de prórroga de
4항
concesiones se aplicará la última escala del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개시와 연장
impuesto superficial, desde el inicio de la
만료 사이에 지표세를 적용한다.
prórroga hasta su culminación.
Artículo 91. Cuando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comercialice con productos
semi-elaborados, refinados o beneficiados
derivados del mineral explotado, el precio
de referencia para calcular su valor
comercial en la mina, será establecido por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mediante un estudio de mercado, tomando
en cuenta la riqueza media del mineral y su
precio promedio de venta en el mercado
comprador, a los fines del pago del impuesto

제91조
광업권자가 채굴 광물을 반가공 및 정제하여 상
업가격으로 상품화할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
는 광물의 평균가치와 당해 채굴세 납부를 위한
판매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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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explotación correspondiente.
Artículo 92. El Ejecutivo Nacional podrá
exonerar total o parcialmente al beneficiario
de los derechos mineros, del pago de los
impuestos de importación sobre aquellos
elementos y útiles de diversa naturaleza,
indispensables para la actividad minera en
sus distintas fases. El beneficio de exoneración
de los impuestos de importación que se
autoriza por este artículo, no será aplicable
cuando a juicio del Ejecutivo Nacional los
elementos a que él se refiere, se produzcan
o se fabriquen en el país, en condiciones
que hagan innecesaria la importación, sin
perjuicio de que se advierta en la exoneración
la conveniencia de la promoción de empresas
para la fabricación de tales elementos en el
país, a lo cual podrá sujetarse el otorgamiento
de futuras exoneraciones.

제92조
정부는 여러 단계에서 광업 작업에 필요한 품목
과 장비에 대하여 광업권자에게 수입세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에 의해
승인된 수입면세 혜택은 정부가 판단하여 국내
에서 생산 혹은 제조되고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이런 물품
제조회사의 진흥에 도움이 된다면 면세를 허가
할 수 있다.

Artículo 93. Las maquinarias y demás
efectos que un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importe libre del pago de impuestos de
importación para el uso exclusivo de las
áreas otorgadas, no podrán, sin permiso del
Ejecutivo Nacional, enajenarse en ninguna
forma, ni emplearse, sino en las áreas para
las cuales se hayan importado, así como
tampoco podrán sacarse del país sin dicha
autorización.
Cuando el Ejecutivo Nacional permita que
se vendan a terceros los materiales y demás
efectos a que se refiere este artículo, será
con la condición de que el comprador pague
los impuestos de importación que se
hubieren exonerado.

제93조
허가지역에서의 배타적 사용목적으로 광업권자
가 수입면세를 받고 수입한 장비와 기타 물품은
정부의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없고, 혹은 수입신
고지 이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 허가 없
이 국외로 반출될 수 없다.
정부는 제93조에서 언급된 물질과 기타 상품의
제3자 판매을 허용한다. 이 경우 면세된 수입세
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한다.

Artículo 94. Todo lo relativo a los explosivos
제94조
destinados al laboreo de las minas estará
광산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에 대한 모든 것은 무
sujeto a las formalidades establecidas en la
기폭발물법이 정한 형식에 기속된다.
Ley Sobre Armas y Explosivos.
Artículo 95. Todo lo no previsto en este 제95조
Título se regirá por lo establecido en el 이 편이 정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조세조직법에
Código Orgánico Tributario.
의해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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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VIII

제8 편

De la Extinción de los Derechos Mineros

광업권 소멸

Artículo 96. Todo acto realizado en contravención
de lo dispuesto en los artículos 20, 21 y 22,
será nulo de pleno derecho. En el caso de
traspasos a un Estado extranjero se producirá,
además, la caducidad del derecho.

제9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
이다. 또한 외국정부에 양도한 경우 광업권은
소멸한다.

Artículo 97. Los derechos mineros se
제97조
extinguen por el vencimiento del término
광업권은 존속기간 만료 시 특별한 절차 없이
por el cual fueron otorgados sin necesidad
종료된다.
de pronunciamiento alguno.
Artículo 98. Son causales de caducidad de
las concesiones las siguientes:
1. Cuando no se efectúe la exploración
dentro del lapso previsto en el artículo 49
de esta ley;
2. Cuando no presenten los planos dentro
del laps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50 o
durante la prórroga que se hubiere otorgado
conforme a esta Ley;
3. Cuando no se inicie la explotación dentro
del lapso previsto en el artículo 61 de esta
Ley;
4. La paralización de la explotación por un
lapso mayor al establecido en el artículo 61
de esta Ley;
5. La falta de pago durante un (1) año de
cualesquiera de los impuestos o multas
exigibles conforme a esta Ley. En este caso,
mientras no se hubiere dictado la resolución
correspondie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uede a petición de parte,
aceptar el pago de los impuestos adeudados
y de sus intereses, y declarar extinguida la
causal de caducidad;
6. Cuando no se entregue el estudio de
factibilidad técnico, financiero y ambiental
en el lapso previsto, conforme a las normas
aplicables;
7. El incumplimiento de cualesquiera de las
ventajas especiales ofrecidas por el
solicitante a la República;

제98조
광업권의 소멸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이 법의 제49조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탐사
하지 않은 경우
2. 제50조가 정한 기간 내에 또는 이 법에 따
라 허가된 연장기간 동안 도면들을 제출하지 않
은 경우
3. 이 법의 제61조가 정한 기간 내에 채굴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4. 이 법의 제61조가 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채
굴을 중단한 경우
5. 이 법에 의한 세금 혹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금과 이자 납부를 인정
하고 광업권 소멸원인의 해소를 선언할 수 있
다.
6.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술, 재
정 및 환경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7. 광업권 설정 출원자가 공화국에 특별이익을
제공치 않은 경우
8. 이 법이 정한 과태료 납부를 6개월 내에 3
번 이상 위반한 경우
9. 광업권 허가증이 명기한 기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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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currir en más de tres (3) ocasiones en
un período de seis (6) meses en infracciones
legales que hayan originado la aplicación de
las sanciones pecuniarias máximas establecidas
en esta Ley; y
9. Cualquier otra causal expresamente
prevista en el título minero respectivo.
Artículo 99. Son causales de caducidad de
las autorizaciones de explotación las siguientes:
1. La paralización de la explotación por más
de un (1) año sin causa justificada
2. La falta de pago durante un (l) año de
cualesquiera de los impuestos que les sean
aplicables o multas exigibles conforme a
esta Ley. En este caso, mientras no se
hubiere dictado la resolución correspondie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uede a petición de parte, aceptar el pago
de los impuestos adeudados y de sus
intereses, y declarar extinguida la causal de
caducidad;
3. Incurrir en más de tres (3) ocasiones en
un período de (6) meses en infracciones
legales que hayan originado la aplicación de
las sanciones pecuniarias establecidas en esta
Ley; y
4. Cualquier otra causal.

제99조
다음은 광업권 소멸원인이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채굴을 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세금 혹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당사자의 신
청에 따라 체납금과 이자 납부를 인정하고 광업
권 소멸원인의 해소를 선언할 수 있다.
3. 이 법이 정한 과태료 납부을 6개월 내에 3
번 이상 위반한 경우
4. 기타 원인

Artículo 100. Los derechos mineros se
extinguen por renuncia que haga el titular
mediante escrito auténtico, consignado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a vez recibido mencionado escrito de
renuncia, se hará constar en resolución que
se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제100조
광업권자가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문서로 광업
권 포기를 제출하면 광업권은 종료된다.
광업권 포기가 접수되면 이는 베네수엘라 볼리
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공포된다.

Parágrafo Único. El titular de varias 1항
concesiones puede renunciar a algunas de 수개의 광업권을 가진 자는 일부를 포기하고 나
ellas y conservar las otras.
머지를 보유할 수 있다.
Artículo 101. La extinción de los derechos 제101조
mineros no libera a su titular de las obligaciones 광업권의 종료는 종료 시까지 발생된 광업권자
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causadas para el momento de al extinción.
Artículo 102. Las tierras, obras permanentes,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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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yendo las instalaciones, accesorios y
equipos que formen parte integral de ellas
así como cualesquiera otros bienes muebles
o inmuebles, tangibles e intangibles, adquiridos
con destino a las actividades mineras, deben
ser mantenidos y conservados por el titular
en comprobadas condiciones de buen funcionamiento
según los adelantos y principios técnicos
aplicables, durante todo el término de duración
de los derechos mineros y de su posible
prórroga, y pasarán en plena propiedad a la
República libres de gravámenes y cargas, sin
indemnización alguna, a extinción de dichos
derechos, cualquiera sea la causa de misma.

광물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 영구물, 시설, 부
속물 장비 그리고 기타 동산,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광업권 존속기간과 연장기간 동안
기술발전 원칙에 입각하여 유지 보전되어야 한
다. 그리고 광업권의 종료 시 특별한 보상 없이
공화국의 재산으로 환수된다.

Artículo 103. El titular de derechos mineros
deberá presentar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 inventario detallado de
todos los bienes adquiridos, con destino a
las actividades mineras que realice, afectos a
ellas, bienes de los cuales podrá disponer en
forma alguna sin la previa autorización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ada por escrito.

제103조
광업권자는 광산사업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목록
과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사전승인 없이 처분
가능한 자산목록을 서면으로 기초산업 및 광물
부에 제출해야 한다.

Artículo 104. La cesión de un derecho
minero conlleva la de todos los bienes
indicados en el artículo 102 de esta Ley.
Pasan también con el derecho cedido, sin
solución de continuidad obligaciones asumidas
por el cedente de conformidad con esta Ley,
por el lapso que reste de la duración del
derecho minero de que se trate.

제104조
광업권의 양도는 이 법 제102조에서 명시한 모
든 재산의 양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 법
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양도
인에게 부과된 의무와 함께 양수권리도 이전된
다.

Artículo 105. En caso de que el titular de
derechos minero pretenda utilizar bienes de
terceros, deberá obtener autorización previa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ada por escrito.

제105조
광업권자가 제3자의 자산을 이용하려 할 때, 광
업권자는 서면으로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Artículo 106. Los reglamentos de esta Ley
establecerán las formalidades concernientes a
la recepción de los bien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102; las correspondientes a las
operaciones de cierre de la mina una vez
extinguido el derecho minero respectivo; y

제106조
이 법의 규제들은 제102조와 관련된 자산들의
수령과 관계된 형식들을 구성한다. 이는 광업권
과 관련된 한 번 폐쇄된 광산 작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광업권 소유자들이 광업활동의 행사
를 위해 승인된 지역들의 개입과 관련된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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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relativas a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que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tienen en razón de intervención de
las áreas otorgadas para el ejercicio de las
actividades mineras.

이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법의 시행령은 제
102조에서 언급한 재산수령의 절차, 광업권 종
료된 후 폐광 절차 그리고 광물사업 허가지역에
서 광업권자가 부담하는 의무이행 절차 등을 정
한다.

Artículo 107. De los juicios sobre validez o
제107조
nulidad de los títulos mineros, conocerá la
광업권의 유⋅무효의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Corte Suprema de Justicia.
Artículo 108. La extinción de derechos y las
caducidades a que se contrae el presente
Título se declararán por resolución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la
cual deberá ser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Contra esa resolución
se podrán ejercer los recursos a que hay a
lugar conforme a la Ley Orgánica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En caso de que los recursos sean ejercidos
en el lapso legal y se declaren con lugar
restituyendo los derechos extinguidos o caducados,
la resolución que contenga la decisión
deberá ser publicada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제108조
제8편의 광업권 종료와 소멸은 베네수엘라 볼리
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기초산업 및 광물부 결정
으로 공포된다. 이 결정에 대해 구제절차는 행
정소송기본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법정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유 있다고
선언되면 종료 혹은 소멸된 권리는 회복된다.
이 결정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본
에 공포되어야 한다.

TÍTULO IX

제9 편

De las Sanciones

처벌

Artículo 109. La explotación ilegal de minerales,
se sancionará con multa de hasta DOSCIENTAS
(200) UNIDADES TRIBUTARIAS, según la
gravedad del caso, pero si en perjuicio para el
fisco excediere de CUATROCIENTAS (400)
UNIDADES TRIBUTARIAS se sancionará con
multa igual al quíntuplo del perjuicio
efectivo probable.

제109조
불법 광물채굴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고 200
U.T. 벌금에 처한다. 국고피해가 400U.T.를 초
과하는 경우 피해액의 5배의 벌금에 처한다.

Artículo 110. El retardo u omisión en la
presentación de los informes a que está
obligado el concesionario de conformidad con
esta Ley y sus reglamentos, se sancionarán con
multa de VEINTE (20) UNIBADES TRIBUTARIAS
en el caso de retardo, y de SESENTA (60)
UNIDADES TRIBUTARIAS en el caso de
omisión.

제110조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광업권자의 의무로서 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제출을 늦게하
는 경우, 지연 제출은 20U.T. 벌금에 처하고,
제출 누락은 60U.T. 벌금에 처한다.

28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Artículo 111. El ministr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odrá imponer, a los empleados
de su dependencia, en el ramo de minas,
multas de VEINTE (20) a CIEN (100)
UNIDADES TRIBUTARIAS, según el caso,
por faltas comprobadas, en la formación de
los expedientes o por el in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sin perjuicio de las sanciones
previstas en otras leyes.

제111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광산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서류발급에서 검증된 과실이나 담당
업무 불이행에 대하여 20U.T. 이상 100U.T.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한 벌칙은 병과된다.

Artículo 112. El concesionario que omitiere
presentar oportunamente las declaraciones de
impuestos exigidas por esta Ley, será
sancionado con multa de CINCUENTA (50)
UNIDADES TRIBUTARIAS. Igual sanción
será aplicable a la infracción de cualesquiera
otra de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제112조
광산업자가 이 법이 부과하는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50U.T.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법의 기타 규정들의 위반에 대하여서도 동일
벌금에 처한다.

Artículo 113. Los bienes muebles e inmuebles,
maquinarias, equipos, instrumentos y demás
objetos que se emplearan en forma directa
para la explotación, almacenamiento, tenencia,
beneficio, transporte, circulación y comercio
de las sustancias minerales en contravención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sus
reglamentos, serán decomisados; al igual que
dichas sustancias y sus productos derivados;
sin perjuicio de la aplicación de multa
prevista en el artículo 109 de esta ley
Artículo 114. En los casos de infracción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odrá ordenar,
además, la suspensión temporal o indefinida
de todos o alguno de los trabajos que se
realicen, de acuerdo con la gravedad de
dicha infracción.
Las sanciones anteriores se aplicarán sin
perjuicio de las acciones civiles, penales,
fiscales o administrativas que tal infracción
origine, de las medidas policiales que deban
tomarse para impedir la infracción o para
restituir la situación legal infringida y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otras leyes.

제113조
광물의 채굴, 저장, 소유, 이익, 운송,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동산, 부동산,
기계, 장비, 도구 그리고 기타 물이 이 법과 시
행령에 반하는 경우 몰수된다. 마찬가지로 위의
물질과 부산물도 몰수된다. 이 경우 이 법 제
109조에서 정한 벌금부과는 병과된다.

제114조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할 경우 기초산업 및 광
물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벌칙은 적용된다. 이 경우 민법, 형법, 조세
혹은 행정 소송권과 경범죄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경찰대책 그리고 기타 법률의 벌칙은 별개
로 적용된다.

Artículo 115. Las sanciones previstas en esta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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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serán impuestas mediante resolución
이 법이 정한 벌칙은 행정소송조직법이 정한 바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에 따라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결정으로 부과된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다.
la Ley Orgánica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TÍTULO X

제10편

DE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 관련
Y MINERÍA

CAPÍ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Artículo 116. Se crea e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INGEOMIN), instituto
autónomo con personalidad jurídica, autonomía
funcional y patrimonio propio, distinto e
independientes del Fisco Nacional adscrito al
Ministerio de Energía Minas y gozará de
las, prerrogativas y privilegios de los cuales
disfruta el Fisco Nacional. El Instituto tendrá
su sede en Caracas y podrá establecer
oficinas en Caracas y en otras Ciudades del
país.

제116조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지정한 국가기금과 별도
로 독립적 기능, 고유재산과 법인격을 갖는 국
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INGEOMIN)를 창설
한다.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본부는 카라
카스에 소재하고, 카라카스와 기타 도시에 사무
소를 설치할 수 있다.

Artículo 117. E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INGEOMIN), tendrá
por objeto la realización de investigaciones
principalmente de carácter interdisciplinario,
en las áreas de geología, recursos minerales,
geofísica, geoquímica, geotécnica y demás
áreas afines. Planificar, ejecutar, dirigir y
coordinar programas de geociencias en
general, así como la evaluación de los recursos
minerales y energéticos no convencionales,
asesorar a las entidades gubernamentales, al
sector privado y contribuir en la generación y
difusión de los conocimientos de la inform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en las áreas de su
competencia.
Artículo 118: Compete a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INGEOMIN).
a) Formar y mantener el inventario de los
recursos minerales existentes en el territorio
nacional;
b) Elaborar estudios geológicos y de
investigación, evaluaciones de los recursos

제117조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는 지질학, 광물자원,
지구물리, 지구화학, 지질공학 및 기타 유사분야
에서 학제간 연구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 지구과학 프로그램과 광물자원과,
비재래식 에너지 자원평가를 계획, 집행, 운영
및 조정한다. 또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에 자문
을 하며, 과학기술 정보의 생산 및 보급을 담당
한다.

제118조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국토부존 광물자원이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
한다.
b) 광물자원의 평가와 조사 그리고 지질 연구를
하며, 자연인, 법인, 공인 혹은 사인에게 기술지
원과 실험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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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os prestar asistencia técnica, servicios
de laboratorio y de consultoría en las
diferentes áreas de su actividad, a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públicas o privadas;
c) Coordinar y gestionar con instituciones de
educación superior ó con personas públicas
o priv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programas
de investigación y de cooperación técnica
que se requieran para el desarrollo de sus
objetivos;
d) Atender la solicitud d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en lo relativo a
estudios de croquis, planos y demás recaudos
técnicos presentados por los solicitantes de
concesiones mineras, y emitir su pronunciamiento,
o cualquier otra materia técnica de su
competencia;
e) Elaborar, recopilar, sistematizar y divulgar
los informes y estudios realizados;
f) Impartir y desarrollar capacitación y
entrenamiento en las áreas que tengan
relación con las funciones del Instituto;
g) Preparar la Cartografía Geológica del país
a diferentes escalas;
h) Realizar investigaciones sobre tecnologías
aplicables a la actividad minera en sus distintas
escalas y a la recuperación ambiental; y,
i) Las demás materias que señalen los
reglamentos de esta Ley.

c)고등교육기관 혹은 공인, 사인, 내국인 혹은
외국인과 함께 당면 목적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한
다.
d) 광업권 설정 출원자가 제출한 밑그림, 도면
그리고 기타 기술축적에 대한 연구에서 기초산
업 및 광물부를 보조하고, 소견서 혹은 권한 내
의 기타 기술자료를 발행한다.
e) 보고서 및 연구서의 작성, 수집, 체계 및 보
급
f)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g) 다양한 축적에 따른 국가 지질지도 제작
h) 다양한 단계에서의 광업활동과 환경복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연구 조사 실시
i)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기타 사항

CAPÍTULO II

제2 장

DE LA ADMINISTRACIÓN Y DIRECCIÓN

행정과 운영

Artículo 119. E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INGEOMIN), será dirigido
y administrado por un Consejo Directivo
integrado por un (1) Presidente y cinco (5)
Directores con sus respectivos suplentes, los
cuales serán de libre elección y remoción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제119조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는 청장(presidente) 1
명과 이사(director) 5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
리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
은 대통령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 및 해임된다.

Artículo 120. El Presidente del Instituto y
sus Directores deberán ser venezolanos de
reconocida probidad, experiencia y competencia
en el, área geológico-minera y durarán cuatro

제120조
청장과 이사들은 광물지질 분야에서 청렴, 경험
그리고 능력을 검증받은 베네수엘라 국적인이어
야 한다.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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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ños en el desempeño de sus funciones,
pudiendo ser ratificados en sus cargos.
Artículo 121: La falta absoluta del Presidente
del Instituto será suplida, para el resto del
período, por la persona que designe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y la de los Directores, por
sus respectivos suplentes.

제121조
청장의 유고 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임기 잔
여기간을 대행한다. 임원의 유고 시 대리인이
대행한다.

Parágrafo Único. Las faltas temporales del
1항
Presidente del Instituto serán suplidas por el
청장의 일시적인 부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Director que él designe, previa autorización
청장이 지정한 이사가 권한을 대행한다.
del Consejo Directivo.
Artículo 122. El quórum del Consejo Directivo
requerirá la presencia del Presidente del
Instituto y de por lo menos tres (3) de sus
Directores, o de quienes hagan sus veces.
Sus resoluciones deberán adaptarse por
mayoría absoluta de votos de los presentes.
En caso de empate, decidirá un voto doble
que se le otorga al Presidente.

제122조
운영이사회 의사정족수는 청장과 최소한 이사 3
인 혹은 대리인 3명이다. 의결정족수는 참석자
다수결로 정한다. 동수일 경우 청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Artículo 123. Es causal de remoción de los
제123조
miembros del Consejo Directivo las faltas
운영이사회 구성원의 해임은 일년에 4번 이상
injustificadas a las reuniones del mismo, por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 한한다.
más de cuatro (4) veces en un año.
Artículo 124. Los reglamentos de esta Ley
establecerán la organización de la estructura
administrativa del Instituto, procurando la
creación de las dependencias que sean
indispensables para su eficaz operatividad.

제124조
이 법의 시행령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하부조직을 창설하면서,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조직을 수립한다.

Artículo 125. El Consejo Directivo se
reunirá una vez al mes, o cada vez que el
Presidente lo convoque y sus funciones
serán:
a) Establecer y formular la política general
del Instituto y aprobar los planes, programas
y proyectos específicos que deba adelantar
en cumplimiento de sus funciones;
b) Asesorar al Presidente del Instituto en las
materias de su competencia;
c) Aprobar el proyecto del presupuesto
anual del Instituto;
d) Autorizar todos los actos administrativos

제125조
운영이사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거나 혹
은 청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업무는 다음과 같
다.
a)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일반 정책을 수
립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b) 청장에게 권한자문을 한다.
c)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예산을 승인한
다.
d) 현행 규칙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명령을 승인한다.
e) 운영내규를 결정하고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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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arios para la ejecución del presupuesto
de conformidad con las normas vigentes;
e) Dictar y aprobar su reglamento interno de
funcionamiento.

CAPÍTULO III

제3 장

DEL PATRIMONIO DEL INSTITUTO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고유자산

Artículo 126. El patrimonio del Instituto
Nacional de Geología y Minería (INGEOMIN),
estará constituido por:
a) Los aportes que se le asignen en la Ley
de Presupuesto para cada ejercicio fiscal;
b) Los recursos que a la fecha de la publicación
de esta Ley tenga asignados la Oficina
Coordinadora de l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Geológicos y Mineros (SERVIGEOMIN)
c) Los ingresos que obtenga por cualquier
concepto en el desarrollo des sus funciones
y por la prestación de servicios, así como
los productos y utilidades que se deriven de
las operaciones que realice;
d) Las donaciones y legados hechos al
Instituto, por parte de las personas jurídicas
o naturales;
e) Los fondos provenientes de los acuerdos
de asistencia financiera y de cooperación
técnica que se celebren con personas u
organismos nacionales o extranjeros de
conformidad con las disposiciones de la Ley
Orgánica de Crédito Público;
f) Los demás ingresos que reciba por
concepto de la realización de las actividades
que le sean inherentes o cualquier otra que
establezca esta Ley.

제126조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의 자산은 다음과 같
다.
a) 기부는 각 회계연도 예산법이 책정한 할당
금액
b) 이 법의 공포일까지 지질광물 서비스(Servicios
Geológicos y Mineros, SERGEOMIN)가 지
정한 자원
c) 지질광물 서비스가 제 기능 수행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소득과 생산물 그리고 수익
d) 국립 지질 및 광물 연구소에 법인 혹은 자연
인의 기부 및 유증
e) 공채조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개인
혹은 기관과 체결한 금융지원과 기술협력 협약
에서 기인한 기금
f) 이 법이 정한 사업 실현을 통해 취득된 기타
소득

TÍTULO XI

제 11 편

DISPOSICIONES TRANSITORIAS

부칙

Artículo 127. Las solicitudes de concesiones
que se encuentren en curso para el momento
de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Ley, y
respecto a las cuales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no hubiese declarado estar
dispuesto a otorgarlas, deberán ser adaptadas

제127조
이 법이 발효될 때까지 기초산업 및 광물부가
광업권 승인을 검토 중인 광업권 설정 출원서는
1년 이내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
가 개정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업
권 설정 출원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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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los solicitantes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dentro del lapso de un (1) año. Si
tal adaptación no se cumple, las solicitudes
quedarán sin efecto.
Artículo 128. Los minerales a los cuales se
refieren los artículos 7 y 8 de la Ley de
Minas que se deroga, continuarán rigiéndose
por las disposiciones de los artículos 7, 8, 9
y 10 de dicha Ley, hasta tanto los Estados
asuman la competencia que sobre tales minerales
les otorga la Ley Orgánica de Descentralización,
Delimitación y Transferencia de Competencias
del Poder Público.
Los Contratos otorgados conforme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8 de la Ley de
Minas que se deroga, pagarán los impuestos
previstos en esta Ley, a partir de los seis(6)
meses de su entrada en vigencia.

제128조
폐지된 광업법의 제7조와 제8조가 의미한 광물
은 국가 공권력의 분산, 한계 및 이양 조직법이
각 주에 허가한 광물에 대해서 각 주가 권한을
유지할 때까지 이 법 제7조, 제8조, 제9조 그리
고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폐지된 광업법의 제8조가 정한 바에 따라 허가
된 계약은 이 법이 발효 후 6개월부터 이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Artículo 129. Las concesiones vigentes
otorgadas con anterioridad a la entrada en
vigor de esta Ley, quedarán sujetas a sus
disposiciones en los siguientes términos:
a) Conservarán su derecho explotación sólo
sobre los minerales y en la forma de
presentación, conforme fueron otorgados en
el título respectivo;
b) Pagarán los impuestos en ella previstos,
luego de vencido el término de un (1) año,
a contar a desde la fecha de publicación de
esta Ley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c) La duración de cada concesión será
establecida en el título original a contar
desde la fecha de su public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 Le serán aplicadas de forma inmediata
aquellas disposiciones referentes al ambiente
u otras materias de alto interés nacional
contempladas en las leyes;
e) Las demás disposiciones de esta Ley se
aplicarán vencido el lapso de un (1) año,
contado a partir de la fecha de su publicac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제129조
이 법 발효 이전에 허가된 광업권은 다음 조건
에 기속된다.
a) 각 광업 권리증서에 기재된 광물과 제출된
형식으로만 광업권이 유지된다.
b)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이 법
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c) 각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베네수엘라 볼리바
리안 공화국 관보에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원
권리증에 기재된다.
d) 이 법이 언급하는 환경 혹은 고도의 기타 국
익분야는 즉시 적용된다.
e) 이 법의 기타 규정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적용된다.
f) 광업권자가 공화국에 제공하는 특별이익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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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f) Las ventajas especiales estipuladas a favor
de la República ofrecidas por el concesionario
continuarán vigentes;
Artículo 130.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deberán, dentro del plazo de un (1)
año, contado a partir de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Ley, adecuar sus planes de
explotación a las normas ambientales aplicables,
so pena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114 de esta Ley, sin perjuicio de
otras sanciones a que hubiere lugar.

제130조
광업권자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법에 따라 채굴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이 법 제114조가 정한 벌칙을 받
는다. 이 경우 다른 벌칙은 병과된다.

Artículo 131. Los minerales bauxita, carbón,
hierro y roca fosfática, continuarán pagando
el impuesto de explotación previsto en su título,
hasta tanto sus condiciones económicas permitan
aumentarlo hasta el límite establecido en el
artículo 90 de esta ley.

제131조
보크사이트, 석탄, 철 그리고 인산염석 등 광물
들에 대해 이 법의 제90조가 정한 경계지점까
지 경제조건이 증세를 허가한다면 채굴세를 계
속 납부한다.

Artículo 132. Los contratos suscritos por la
Corporación Venezolana de Guayana (C.V.G.)
con anterioridad a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Ley, y previa la ocupación del territorio
otorgado por los organismos competentes,
podrán ser convertidos en concesiones o en
autorizaciones de explotación para el
ejercicio de la pequeña minería según el
caso, conforme al procedimiento siguiente:
a) Los titulares de contratos, dirigirán a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una
solicitud de conversión de dichos contratos en
concesiones o en autorizaciones de explotación,
según sea el caso, que habrán de regirse por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b) La solicitud deberá ser introducida dentro
de los tres (3) meses siguientes a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Ley, y deberá contener
la ubicación de las parcelas objeto del
contrato y su respectiva delimitación en
coordenadas Universal Transversal Mercator
(UTM), la extensión del área, los programas
de exploración, plan de explotación y los
planos de las parcelas; así como los documentos

제132조
이 법의 발효 이전에 과이아나 베네수엘라 공사
(CVG)가 체결한 계약과 관할기관의 토지점유
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소규모 광업행사를 위한
채굴허가로 전환될 수 있다.
a)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계
약 권리 소유자는 기초산업 및 광물부에 당해
계약을 채굴허가 혹은 승인으로 전환하는 신청
서를 제출한다.
b) 신청서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제출되어야 하고, 계약 대상구역의 소재,
UTM 좌표계에 의한 경계, 면적, 탐사 프로그
램, 채굴계획, 구획도면, 기술력과 경제력 증빙
서류, 위의 계약 이행 상황을 기재한다. 이 경
우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전환신청서에 대한 정
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제출을 요
구한다.
c)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계약전환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전환신청서를 공포한다. 그리고
제3자 광업권를 침해할 때 발생되는 이의신청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는 전환신청서를 국내 주요
일간지 혹은 지역 일간지에 공표한다. 이의신청
은 공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초산업 및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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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acrediten su idoneidad técnica y su
capacidad económica, y el estado de ejecución
de los mencionados contratos, sin perjuicio
de que el Ministr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solicite cualquier otro recaudo para
la correcta evaluación de la solicitud de
conversión;
c) El Ministr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publicará la solicitud de conversión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continuos
siguientes su recepción; y los interesados
deberán hacerla publicar en un diario de
reconocida circulación nacional, y en otro de
la localidad, a los fines de la oposición que
pudiera surgir en caso de ser afectados derechos
mineros de terceros. Dicha oposición deberá
ejercerse ante el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ntro de los quince (15) días
siguientes a la última de las publicaciones;
d) El Ministr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decidirá la incidencia de la oposición dentro
de los sesenta (60) días continuos siguientes
a su presentación; su decisión agota la vía
administrativa;
e) Declarada sin lugar la oposición, Ministerio
de Industria Básica y Minería acordará la
conversión de los contratos respectivos,
mediante resolución que se publicará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y ordenará expedir el título de exploración,
el certificado de explotación o la autorización
de explotación según corresponda, sólo sobre
el mineral y la forma de presentación a la
que se refiere el contrato respectivo, en un
lapso de treinta (30) días siguientes a la
publicación de la conversión; también
señalará los lapsos pendientes y el monto de
los impuestos que deben pagar y seguir
satisfaciendo en virtud de la conversión. Por
consiguiente, si durante el lapso comprendido
entre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Ley y
la fecha de publicación del título respectivo,

물부에 제기한다.
d) 기초산업 및 광물부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 결정
으로 행정심판은 종료된다.
e)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선언되면 기초산
업 및 광물부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에 그 결정을 공포하고 계약전환을 결정한
다. 그리고 계약전환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계약서에서 언급된 광물과 방식에 대해서만
탐사권리증, 채굴양허 혹은 채굴승인 발급을 명
한다. 또한 계약전환의 결과로 세금미납 기간과
총액을 고지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의 발효일과
권리증의 공포일 기간 내에 발생된 세금을 수용
하면 납부한 세금과 이 법에 의해 발생한 세금
간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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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titular
satisfecho
diferencia
pagados y

de los contratos que hubiere
algún impuesto, deberá pagar la
que exista entre los impuestos
los causados conforme a esta ley.

Parágrafo Único. En la solicitud de concesión
se tendrán como ofrecidas las ventajas
especiales u otras cargas contenidas en los
contratos.

1항
광업권 설정 출원서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특별
이익 혹은 기타 부담은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Artículo 133. Los contratos suscritos por las
Corporaciones Regionales de Desarrollo con
제133조
anterioridad a la entrada en vigencia de esta
이 법의 발효 전 지역개발협력에 의해 체결된
Ley, estarán sometidos a las disposiciones
조약들은 제132조가 정한 바에 기속된다.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anterior en cuanto
les sean aplicables.
Artículo 134. Como consecuencia de la
제134조
conversión, el beneficiario de derechos mineros,
계약전환의 결과로 광업권자는 이 법이 정한 모
queda sujeto a todas las obligaciones
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stablecidas en esta Ley.
Artículo 135. Las conversiones de contratos
que puedan solicitarse sobre el área que 제135조
cubre la Reserva Forestal Imataca quedarán 이마타카 산림보호지역에서 신청된 계약전환은
sujetas a la solución del cuestionamiento 이 지역의 법적 문제 해결에 기속된다.
legal que ahora afecta a la zona.

TÍTULO XII

제 12 편

DISPOSICIONES FINALES

종칙

Artículo 136. Se deroga la Ley de Minas de
fecha 28 de diciembre de 1944, publicada
en la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Nº 121 Extraordinario, de fecha
18 de enero de 1945, salvo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28 de la presente Ley.

제136조
1944년 12월 28일 광업법은 1945년 1월 18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관보 121호에
공포 폐기한다. 단, 이 법의 제128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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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법

TÍTULO I

제1 편

Alcance de la Ley de Hidrocarburos y
탄화수소법 범위, 볼리비아 탄화수소 정책에 대
ejecución y cumplimiento del Referéndum
한 2004년 7월 18일의 국민투표의 실시 결과
de 18 de julio de 2004 sobre la política de
준수 및 시행
hidrocarburos en Bolivia

CAPÍTULO I

제1 장

ALCANCE DE LA LEY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법의 범위
Artículo 1. (Alcance) Las disposiciones de
la presente Ley Nº norman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de acuerdo a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y establecen los principios,
las normas y los procedimientos fundamentales
que rigen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ara
el sector hidrocarburífero. Todas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de sociedades de economía mixta
y privadas que realizan y/o realicen actividades
en el sector hidrocarburífero,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os
servidores públicos, consumidores y usuarios
de los servicios públicos, quedan sometidos
a la presente Ley.

제1조 (범위)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탄화수소 자원과 관
련한 활동의 규범을 제정하며, 이 분야의 기본
원칙, 규정, 절차를 만든다.
이 법은 탄화수소 부문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집단, 내국인 및 외국인, 공적 혹은
합작회사, 민간 기업에 적용되며, 볼리비아 국
영석유회사, 공공서비스 단체 및 소비자, 공공
서비스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CAPÍTULO II

제2 장

EJECUIÓN Y
REFERÉNDUM

CUMPLIMIENTO

DEL

국민투표 실시와 이행

Artículo 2. (Objeto) Este capítulo tiene por
objeto la ejecución y cumplimiento de los 제2조 (목적)
resultados del Referéndum del 18 de julio 이 장은 2004년 7월 18일의 볼리비아 국민투
de 2004, que expresan la decisión del 표를 실시 및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pueblo de Bolivia.
Artículo 3. (Abrogación) Se abroga la Ley 제3조 (폐기)
de Hidrocarburos Nº 1689, de 30 de abril 1996년 4월 30일 제정된 탄화수소법 N°1689
는 폐기한다.
d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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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 (Gas Natural como Recurso
Estratégico) Se reconoce el valor del Gas
Natural y demás hidrocarburos como recursos
estratégicos, que coadyuven a los objetivos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 y
a la política exterior del Estado Boliviano,
incluyendo el logro de una salida útil y
soberana al Océano Pacífico.

제4조 (전략자원 천연가스)
천연가스와 탄화수소물은 전략자원의 가치를
가지며,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 및 태평양 진출
주권 획득을 포함하는 외교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Artículo 5. (Propiedad de los Hidrocarburos)
Por mandato soberano del pueblo boliviano,
expresado en la respuesta a la pregunta
número 2 del Referéndum Vinculante de 18
de julio de 2004, y en aplicación del
Artículo 139°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se recupera la propiedad de todos
los hidrocarburos en Boca de Pozo para el
Estado Boliviano. El Estado ejercerá, a
travé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u derecho propietario
sobre la totalidad de los hidrocarburos.
Los Titulares que hubieran suscrito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para ejecutar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Explotación y
Comercialización, y hubieran obtenido licencias
y concesiones al amparo de la Ley de
Hidrocarburos, Nº 1689, de 30 de abril de
1996, deberán convertirse obligatoriamente a
las modalidades de contrato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y adecuarse a sus
disposiciones en el plazo de ciento ochenta
(180) días calendario computables a partir
de su vigencia.

제5조 (탄화수소의 소유권)
국민주권에 의해 2004년 7월 18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질문 2에 대한 결과, 헌법 제139조에
따라 볼리비아 영토 내의 모든 탄화수소 유전
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국영석유회사
(YPFB)를 통해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채굴 및 판매활동을 탄
화수소법 N°1689로 계약한 면허권자와 양허권
자들은 이 법 발행일로부터 향후 180일 내에
그 계약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Artículo 6. (Refund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 YPFB) Se
refund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recuperando la propiedad
estatal de las acciones de los bolivianos en
las empresas petroleras capitalizadas, de
manera que esta Empresa Estatal pueda
participar en toda la cadena productiva de
los hidrocarburos, reestructurando los Fondos
de Capitalización Colectiva y garantizando
el financiamiento del BONOSOL.

제6조 (국영석유회사의 재건)
국영석유회사(YPFB)는 이전에 자본화된 석유
기업들로부터 국가 소유권을 회복하며, 탄화수
소 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또한 공동 자본화 기금을 구조조정 하며, BONOSOL
재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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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7. (Exportación e Industrialización
del Gas) El Poder Ejecutivo, dentro del
Régimen Económico establecido en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será
responsable de:
a) Establecer la política para el desarrollo y
apertura de mercados para la Exportación
del gas.
b) Promover el consumo masivo del gas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ara mejorar la
calidad de vida de los bolivianos, dinamizar
la base productiva y elevar la competitividad
de la economía nacional.
c) Desarrollar la política y los incentivos
para la Industrialización del Gas en el
territorio nacional.
d) Fomentar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n la Exportación del Gas y su
Industrialización.
El Poder Ejecutivo destinará los ingresos
nacionales provenientes de la exportación e
industrialización del gas, principalmente, a
la atención de la educación, salud, caminos
y empleos.

제7조 (천연가스 수출과 산업화)
헌법에 명시된 경제체제 속에서 행정부는 다음
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정책 수립
b. 전국 볼리비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대규모 천연가스 소비 증진, 생산기반 활성
화 및 국가 경쟁력 확대
c. 영토 내 가스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및 인센
티브 개발
d. 가스 수출 및 산업화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
장려

행정부는 가스 수출과 산업화를 통한 수입을
위해 교육, 보건, 운송 및 고용에 중점을 둔다.

Artículo 8. (Régimen Económico) Se dispone
que el Estado retendrá el cincuenta por
ciento (50%) del valor de la producción de
gas y del petróleo, conforme al mandato
contenido en la respuesta de la pregunta
número 5 de la Ley del Referéndum Nacional
de 18 de julio de 2004.

제8조 (경제제도)
국가는 2004년 7월 18일 국민투표의 질문 5의
결과에 따라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에 대한
50%의 지분을 갖는다.

TÍTULO II

제2 편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CAPÍTULO I

제1 장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 정책과 원칙
Y PRINCIPIOS GENERALES
Artículo 9. (Política de Hidrocarburos,
Desarrollo Nacional y Soberanía) El Estado,
a través de sus órganos competentes, en
ejercicio y resguardo de su soberanía,
establecerá la Política Hidrocarburífera del
país en todos sus ámbitos. El aprovechamiento

제9조 (탄화수소 정책, 국가발전과 주권)
국가는 주권행사와 주권보호 측면에서 담당기
관을 통해 국가 탄화수소 정책을 수립한다.
탄화수소 이용은 국가발전을 도모하며, 국내시
장의 탄화수소 공급을 보장하고, 사회 모든 부
분의 소비확대 및 국내 산업발전과 국익증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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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os hidrocarburos deberá promover el
desarrollo integral, sustentable y equitativo
del país, garantizando el abastecimiento de
hidrocarburos al mercado interno, incentivando
la expansión del consumo en todos los
sectores de la sociedad, desarrollando su
industrialización en el territorio nacional y
promoviendo la exportación de excedentes
en condiciones que favorezcan los intereses
del Estado y el logro de sus objetivos de
política interna y externa, de acuerdo a una
Planificación de Política Hidrocarburífera.
En lo integral, se buscará el bienestar de la
sociedad en su conjunto. En lo sustentable,
el desarrollo equilibrado con el medio
ambiente, resguardando los derechos de los
pueblos, velando por su bienestar y preservando
sus culturas. En lo equitativo, se buscará el
mayor beneficio para el país, incentivando
la inversión, otorgando seguridad jurídica y
generando condiciones favorables para el
desarrollo del sector. Los planes, programas
y actividades del sector de hidrocarburos
serán enmarcados en los principios del
Desarrollo Sostenible, dándose cumplimiento
a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171°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la Ley del Medio Ambiente, y
la Ley Nº 1257, de 11 de julio de 1991,
que ratifica el Convenio Nº 169 de la OIT
y Reglamentos conexos.
Artículo 10. (Principios del Régimen de los
Hidrocarburos) Las actividades petroleras se
regirán por los siguientes principios:
a) Eficiencia: que obliga al cumplimiento
de los objetivos con óptima asignación y
utilización de los recursos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del sector;
b) Transparencia: que obliga a las autoridades
responsables del sector a conducir los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de manera
pública, asegurando el acceso a la información
a toda autoridad competente y personas

수출확대에 기여한다.
탄화수소 정책 계획에 따라 국내외 정치적 목
적을 완수한다.
전체 사회의 복지를 추구한다.
환경과 균형 잡힌 발전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복지를 확대하며, 문화를 보존한다.
투자를 장려하고, 법적 보장 제공 및 이 분야
발전을 위한 호혜를 제공하고, 국익을 위해 최
선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에 따라 탄화수소 발전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립하고, 환경법과
헌법 제171조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정
N°169, 1991년 7월 11일 제정, 법령 N°1257
을 따른다.

제10조 (천연가스 정책 원칙)
석유활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a) 효율성: 해당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배분 및 사용목적 달성
b) 투명성: 해당 분야의 책임자인 당국은 공
공행정 절차를 관리하며, 당국, 개인, 단체 등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관련 정보 접근 시 보
장. 공무원은 탄화수소 정책, 목표 및 원칙에
따른 이 법과 관련 내규를 준수
c) 품질: 기술적 요구사항 및 안전 절차 충족
d) 지속성: 석유의 운송 서비스 및 유통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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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es y colectivas que demuestren
interés. Asimismo, obliga a las autoridades
a cumplir y hacer cumplir la presente Ley
aplicando de manera correcta los principios,
objetivos y políticas del sector y a que
rindan cuenta de su gestión de la forma
establecida en las normas legales aplicables.
Este principio también obliga a las empresas
del sector hidrocarburífero que operan en el
país a brindar sin restricción alguna la información
que sea requerida por autoridad competente.
c) Calidad: que obliga a cumplir los requisitos
técnicos y de seguridad establecidos;
d) Continuidad: que obliga a que el
abastecimiento de los hidrocarburos y los
servicios de transporte y distribución, aseguren
satisfacer la demanda del mercado interno
de manera permanente e ininterrumpida, así
como el cumplimiento de los contratos de
exportación;
e) Neutralidad: que obliga a un tratamiento
imparcial a todas las personas y empresas
que realizan actividades petroleras y a todos
los consumidores y usuarios;
f) Competencia: que obliga a todas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dedicadas
a las actividades petroleras a operar en un
marco de competencia con sujeción a la
Ley ;
g) Adaptabilidad: El principio de adaptabilidad
promueve la incorporación de tecnología y
sistemas de administración modernos, que aporten
mayor calidad, eficiencia, oportunidad y menor
costo en l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Artículo 11. (Objetivos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Constituyen objetivos
generales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a) Utilizar los hidrocarburos como factor
del desarrollo nacional e integral de forma
sostenible y sustentable en todas las actividades
económicas y servicios, tanto públicos como
privados.
b) Ejercer el control y la dirección efectiva,

급은 영구적으로 내수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
야 하며,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탄화수소 확보
e) 중립성: 탄화수소 자원 관련 활동을 진행
하는 개인, 기업 및 탄화수소 소비와 사용하는
모든 이 사이에서의 공정성
f) 경쟁력: 모든 개인 혹은 단체가 탄화수소
관련 활동에 경쟁
g) 적응성: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율성, 시의
성 및 절감 비용에 관한 기술과 현대적 관리
시스템 조화 촉진

제11조 (탄화수소 정책 목적)
국가 탄화수소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탄화수소는 공적ㆍ사적 모든 경제와 서비
스 활동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요소로 사용
b) 국가는 정치ㆍ경제적 주권 보호 내의 탄화
수소 활동 관리와 효과적인 경영 실행
c)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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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parte del Estado, de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en resguardo de su soberanía
política y económica.
c) Generar recursos económicos para
fortalecer un proceso sustentable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 Garantizar, a corto, mediano y largo
plazo, la seguridad energética, satisfaciendo
adecuadamente la demanda nacional de
hidrocarburos.
e) Fortalecer, técnica y económicamente,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mo la empresa estatal encargada de
ejecutar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para garantizar el aprovechamiento soberano
de la industria hidrocarburífera.
f) Garantizar y fomentar el aprovechamiento
racional de los hidrocarburos, abasteciendo
con prioridad a las necesidades internas del
país.
g) Garantizar y fomentar la industrialización,
comercialización y exportación de los
hidrocarburos con valor agregado.
h) Establecer políticas competitivas de exportación,
industrializ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 en beneficio
de los objetivos estratégicos del país.

한 경제자원으로 활용
d) 단기, 중기,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탄화수소 수요 만족을 위해 복무
e) 탄화수소 산업의 주권적 사용 보장을 위해
국가 탄화수소 정책 실행자 국영석유회사는 기
술과 경제성 강화
f) 국내 시장의 필요 충족을 위한 탄화수소의
합리적 이용 구성과 보장
g) 부가가치의 탄화수소 산업화, 상업화 및
수출 강화 및 보장
h) 국가의 전략적 목표 이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 정책, 산업화와 탄화수소 및 관련물
의 정책 구성

Artículo 12. (Planificación de Política de
Hidrocarburos)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elaborará la Política Hidrocarburífera en
coordinación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n el marco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definida
por el Estado.
Los Titulares, Concesionarios, Licenciatarios
y la Superịntendencia de Hidrocarburos
deberán proveer la información que sea
requerida, en la forma y los plazos establecidos
en la solicitud.

제12조 (탄화수소 정책 계획)
탄화수소부는 국영석유회사와 국가가 정의한
탄화수소 정책 내 탄화수소 정책을 수립한다.
탄화수소의 특허권자, 양허권자, 운영권자 및
탄화수소 감독부는 신청서의 설립 형태와 기간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rtículo 13. (Política de Industrialización de
Hidrocarburos) El Estado Boliviano fomentará 제13조 (탄화수소 산업화 정책)
la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y 볼리비아 국가는 탄화수소 산업화와 국가 발전
la ejecución de otras actividades dirigidas a 이익을 위한 이용과 활용의 여타 활동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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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utilización y al procesamiento de éstos
en su territorio en beneficio del Desarrollo
하며, 국내ㆍ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혜와
Nacional, otorgando incentivos y creando
호혜를 제공한다.
condiciones favorables para la inversión
nacional y extranjera.
Artículo 14. (Servicio Público)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refinación, almacenaje, comercialización,
la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el
suministro y distribución de los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y de plantas de proceso
en el mercado interno, son servicios públicos,
que deben ser prestados de manera regular
y continua para satisfacer las necesidades
energéticas de la población y de la industria
orientada al desarrollo del país.

제14조 (공공서비스)
수송관을 통한 천연가스의 운송, 정제, 저장,
상업화, 분배 활동 및 국내 시장에 정제된 석
유 상품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플랜트 진행을
공공서비스라 하며, 국민의 에너지 요구 충족과
국가 발전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충족을 위해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한다.

Artículo 15. (Contratación de Personal) Las
empres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a las
cuales se refiere la presente Ley, en la
contratación de personal, no podrán exceder
del quince por ciento (15%) de funcionarios
extranjeros, y comprenderán las áreas
administrativas, técnicas y operativas, por lo
que deberán contratar personal de origen
nacional, el que estará amparado por la Ley
General del Trabajo.

제15조 (직원 계약)
이 법에서 명시된 탄화수소 활동을 행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외국인 직원은 15%가 넘을 수 없
으며, 관리직, 기술직 및 현장근무 직원의 계약
은 해당국에 따라 진행하지만, 볼리비아 노동법
을 적용한다.

CAPÍTULO II

제2 장

DE LA PROPIEDAD Y EJECUIÓN DE
탄화수소 소유와 탄화수소 정책 시행
LA POLITICA DE HIDROCARBUROS
Artículo 16. (Propiedad de los Hidrocarburos)
Los yacimientos de hidrocarburos, cualquiera
que sea el estado en que se encuentren o
la forma en que se presenten, son de dominio
directo, inalienable e imprescriptible del
Estado.
Ningún contrato puede conferir la propiedad
de los yacimientos de hidrocarburos ni de
los hidrocarburos en Boca de Pozo ni hasta
el punto de fiscalización.
El Titular de un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o Asociación está
obligado a entregar al Estado, la totalidad
de los Hidrocarburos producidos en los

제16조 (탄화수소의 소유)
탄화수소 매장 형태 및 상태가 어떠하든 국가
의 직접적이고, 권리 양도 불가, 시효로 소멸하
지 않는 지배권하에 둔다. 탄화수소 매장지, 매
장 추정지 및 탐사지에 대한 그 어떤 계약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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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érminos contractuales que sean establecidos
por éste.
Artículo 17. (Ejecución de la Política de los
Hidrocarburos)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el uso, goce y disposi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hidrocarburíferos, se ejecuta en el
marco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a) La e xploración, explotación, comercialización,
transporte, almacenaje, refinación e industr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 corresponden
al Estado, derecho que será ejercido por sí,
mediante entidades autárquicas o a través
de concesiones y contratos por tiempo
limitado, a sociedades mixtas o a personas
privadas, conforme a Ley.
b) La actividad de comercialización en el
mercado interno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podrá realizarse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ociedades mixtas o por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del ámbito público
o privado, conforme a Ley.
c) La actividad de comercialización para
exportación de Gas Natural, será realizada
por el Estado, a travé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mo agregador y cargador, por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públicas o privadas
o asociado con ellas, conforme a Ley.
d) La actividad de comercialización para
exportación de petróleo crudo, condensado,
gasolina natural y Gas Licuado de Petróleo
(GLP), será realizada por el Estado, a
travé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públicas o privadas o asociado
con ellas, conforme a Ley.
e) La actividad de comercialización para
exportación de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y productos derivados del Gas Natural
será realizada por el Estado, a travé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personas individuales o

제17조 (탄화수소 정책 실행)
탄화수자원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탄화수소
활동은 탄화수소 국가정책의 틀 안에서 실행된
다.
a) 탄화수소와 그 관련 부속물의 탐사, 채굴,
상업화, 운송, 저장, 정제 및 산업화는 국가가
담당하며, 국가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
사하거나, 혹은 합작회사, 개인회사에 대한 기
간제 허가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또한 법을 준수한다.
b) 탄화수소 관련 생산물의 국내시장에서의 산
업활동은 국영석유회사(YPFB), 합작회사 및
개인,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실현되며, 법을
준수한다.
c)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상업활동은 담당인
국영석유회사(YPFB)와 개인, 단체 및 그들과
의 합작을 통해 국가가 담당하며, 법을 준수한
다.
d) 응축 원유를 수출하기 위한 상업활동은 담
당인 국영석유회사(YPFB)와 개인, 단체 및 그
들과의 합작을 통해 국가가 담당하며, 법을 준
수한다.
e) 정제 석유상품과 천연가스 관련 부속물을
수출하기 위한 상업활동은 담당인 국영석유회
사(YPFB)와 개인, 단체 및 그들과의 합작을
통해 국가가 담당하며, 법을 준수한다.
f) 탄화수소 수입은 국영석유회사(YPFB)가 담
당하며, 개인, 단체, 공기업, 사기업과의 계약
및 그들과의 합작을 통해 담당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다.
g) 정제, 저장, 산업화, 운송 및 천연가스관을
통한 배분은 담당인 국영석유회사(YPFB)와 개
인, 단체 및 그들과의 합작을 통해 국가가 담
당하며, 법을 준수한다.

국가는 II, IV, V 그리고 VI절에 명시된 활동
들의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이들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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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ctivas, públicas o privadas o asociado
con ellas, conforme a Ley.
f) La importación de hidrocarburos será
realizada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sí o por contratos
celebrados con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públicas o privadas, o asociado
con ellas, sujeto a reglamentación.
g) La refinación, almacenaje, industrialización,
transporte, y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podrá ser ejecutada por el Estado, a
travé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públicas o privadas o asociado
con ellas.
El Estado realizará con prioridad las
actividades establecidas en los parágrafos
III, IV, V y VI precedentes y, en su caso,
ejercerá la opción de asociarse para la
ejecución de aquellas.
Artículo 18. (Adecuación y Mediación de
Hidrocarburos) Los Titulares de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y
Asociación, instalarán sistemas modernos de
adecuación, requeridos de acuerdo a la calidad
de los hidrocarburos, y de mediación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Los volúmenes fiscalizados de los hidrocarburos
serán aquellos que hayan sido adecuados
para el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descontando
los volúmenes efectivamente utilizados en
las operaciones de campo, como inyección,
combustible, quema y venteo de acuerdo a
Reglamento que establecerá el Poder Ejecutivo.
De los volúmenes fiscalizados, el Titular
tendrá derecho a una retribución o participación
según lo establecido en el contrato respectivo.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n coordinación con las instancias
competentes de hidrocarburos, constituirá,
organizará, instalará y operará el Centro
Nacional de Medición y Control de Producción
y Transporte de Hidrocarburos. Los volúmenes

제18조 (탄화수소의 적합성과 중재)
공동 생산, 운영, 합의 계약을 한 면허권자들은
생산 관리 지점에서의 탄화수소 질의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현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탄화수소의 검사된 양은 운송과 상업에 적합해
야 하며, 행정부가 설정한 규칙에 적합한 삽입,
연료, 연소 및 탈취와 같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양을 제한다. 검사한 양으로부터 면허권자는 관
련 계약에 따라 할당과 지분권을 갖는다. 탄화
수소 담당자로서 국영석유회사(YPFB)는 탄화
수소 중재, 생산 관리 및 수송 센터를 설립하
고, 조직하고, 설치하고, 운영한다.
국내 소비와 수송과 수출을 위해 생산된 탄화
수소의 양과 종류는 기술적⋅행정적⋅인프라
구축 및 필요 물품을 계수하는 이 센터에서 관
리한다.
이 센터는 샘플링, 분석, 수집 및 처리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는 Scada 혹은 유사 타입의
측정 시스템을 갖춘다. 측정 지점과 질 모니터
링 및 탄화수소의 구성은 추출 공정으로 이동,
정제, 산업화, 수송과 수출 지점을 말한다.
생산, 추출, 정제, 산업 및 탄화수소의 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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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composición de hidrocarburos producidos
tanto para la exportación como para el
consumo interno y su transporte, serán
controlados por este Centro que contará con
la capacidad técnica, administrativa, de
infraestructura y equipamiento necesarios.
El Centro tendrá sistemas de medición, del
tipo Scada u otro similar, muestreo, análisis,
adquisición y transmisión remota de datos
para su procesamiento centralizado. Los
puntos de medición y monitoreo de calidad
y composición de los hidrocarburos, serán
los puntos de fiscalización, los puntos de
ẹntrega a plantas de extracción, refinación,
industrialización, sistema de transporte y
puntos de exportación.
Las empresas productoras, de extracción, de
refinación, de industrialización y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están obligadas
a instalar todos los instrumentos necesarios
en los puntos de fiscalización.
La autoridad competente instalará los
equipos de control que considere necesarios
en otros puntos diferentes de los puntos de
fiscalización, tanto en las áreas de producción
como en los sistemas de transporte. Además,
podrá disponer que los puntos de medición
propios de los productores y transportadores
de hidrocarburos, sean de libre acceso a la
autoridad de fiscalización y con conexión
remota al Centro Nacional de Medición y
Control de Producción y Transporte de
Hidrocarburos con libre acceso y conexión
remota.
El Centro habilitará todos los sistemas
necesarios para el registro continuo y
almacenamiento de seguridad de los datos
adquiridos en todos los puntos de medición.

담당하는 회사는 생산관리 지점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당국은 수송 시스
템과 같은 생산 지역의 생산관리의 기타 다른
지점에 필요한 관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더
불어 생산자들과 탄화수소 수송자들이 측정 가
능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탄화수소의 생산과
수송 관리 및 측정 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센터는 측
정 지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보장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구비한다.

Artículo 19. (Zona de Exclusión) La
제19조 (예외 지역)
actividad hidrocarburífera se sujetará en
모든 경우에서 탄화수소 활동은 헌법 제25조를
todos los casos al Artículo 25° de la
따른다.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307

부록 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

CAPÍTULO III

제3 장

ORGANIZACÓN INSTITUCIONAL DEL
탄화수소 담당 조직
SECTOR HIDROCARBUROS
Artículo 20. (Autoridad Competente)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es la Autoridad
Competente que elabora, promueve y
supervisa las políticas estatales en materia
de hidrocarburos.
Artículo 21. (Atribuciones de la Autoridad
Competente)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en materia de hidrocarburos, tiene como
atribuciones las siguientes:
a) Formular, evaluar y controlar el cumplimiento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b) Normar en el marco de su competencia,
para la adecuada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y la ejecución de la Política Nacional
de Hidrocarburos.
c) Supervisar el cumplimiento de disposiciones
legales y normas en materia de hidrocarburos.
d) Determinar los precios de los hidrocarburos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para el pago
de las regalías, retribuciones y participaciones,
de acuerdo a las norma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e) Establecer la Política de precios para el
mercado interno.
f) Establecer la Política de exportación para
la venta de hidrocarburos.
g) Las demás atribuciones establecidas por
Ley.
Artículo 22. (Estructura y Atribucione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Se refund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mo Empresa Autárquica
de Derecho Público, bajo la tuición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PFB estará
constituida por un Directorio, un Presidente
Ejecutivo y dos Vicepresidencias. La primera
de Administración y Fiscalización y la
segunda Operativa para que participen de
todas las actividades petroleras.

제20조 (담당 기관)
탄화수소부(Ministerio de Hidrocarburos)는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행, 진흥 및 감
사 기관이다.

제21조 (관할 기관의 권한)
탄화수소부는 탄화수소에 대하여 하기 권한을
갖는다.
a) 국가 탄화수소 정책 수립, 평가 및 관리
b) 이 법의 집행과 탄화수소 정책 실행을 위한
관할 조직의 규칙 제정
c)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법과 규칙 준수 감시
d) 품질관리 지점(el Punto de Fiscalizacion)
에서 이 법에 명시된 로열티, 보상, 참여에 대
한 지불액의 가격 결정
e)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수립
f) 탄화수소 판매를 위한 수출정책 수립
g) 이 법에 의거하여 세워진 권한 준수

제22조 (국영석유회사(YPFB)의 구조와 권한)
국영석유회사(YPFB)는 독립권한을 갖는 공공
조직으로 탄화수소부 산하에 존재한다. YPFB
는 한 명의 사장과 2명의 부사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부사장 1인은 석유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관리와 감사를, 부
사장 1인은 운영을 담당한다.
I. 국영기업으로서 YPFB는 탄화수소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담당하며, 이 법에 명시된
일련의 모든 생산활동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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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PFB a nombre del Estado Boliviano
ejercerá el derecho propietario sobre la
totalidad de los hidrocarburos y representará
al Estado en la suscripción de Contratos
Petroleros y ejecución de las actividades de
toda la cadena productiva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II. La estructura, funciones y la conformación
del Directorio, con participación de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se establecerá
en sus Estatutos, los mismos que serán
aprobados conforme a las normas vigentes.
III. El Presidente Ejecutivo es la máxima
autoridad de YPFB y Preside el Directorio.
IV. La Vicepresidencia de Administración y
Fiscalización tendrá las siguientes competencias:
a) Negociar la suscripción de los Contratos
Petrolero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con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de derecho público
o privado, los que serán aprobados por el
Directorio y suscritos por el Presidente de
YPFB.
b) Administrar los Contratos Petroleros.
c) Fiscalizar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previniendo daños a los
yacimientos y maximizando la producción.
d) Fiscalizar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en calidad y volumen para efectos impositivos,
regalías y participaciones.
e) Asumir el rol de agregador, vendedor y
administrador en Contratos de Exportación
de Gas Natural, donde YPFB suscriba los
mismos y el Estado boliviano sea el gestor.
f) Asumir la administración d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Hidrocarburífera
(CNIH).
g) Otras funciones inherentes a su naturaleza
o que emerjan de la presente Ley.
V. La Vicepresidencia de Operaciones, tendrá
las siguientes competencias:
a) Operar y/o participar en todas las actividades
de la cadena productiva de los hidrocarburos

여 석유계약을 체결한다.
II. 생산부의 활동과 함께 해당 부처의 구조,
기능과 구성은 이 법령에 따르며, 현행 기준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I. 사장은 YPFB의 최고권한자이며 이사회의
의장이다.
IV. 관리 및 감사, 부사장의 권한
a) YPFB 사장과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친 개
인, 단체, 국내인, 외국인, 공기업 및 사기업과
의 이 법에 명시된 석유계약 협상
b) 석유계약 관리
c) 매장지에 피해 없이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탐사, 채굴 활동 감독
d) 세금, 로열티 및 지분 분배를 위해 탄화수
소 생산물의 양과 질 감독
e) 천연가스 수출 담당, 판매 및 관리자의 역
할
f) 탄화수소 국가정보센터의 관리 담당
g) 이 법의 원칙적인 기능 담당
V. 운영 부사장의 권한
a) 상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에 따라 탄화수소
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활동에 대한 운영
과 참여
b) 탄화수소의 탐사, 채굴 활동과 생산과 관
련한 그 어떤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한 합
작회사 구성 협의
c) 사회 구성과 참여를 위한 활동, 양도, 특권,
프로젝트 및 기타 복지와 권한에 대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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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sí o mediante la conformación de sociedades
de acuerdo al Código de Comercio.
b) Negociar la conformación de sociedades
de economía mixta para participar en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y
en cualquiera otra actividad de la cadena
productiva de los Hidrocarburos.
c) Recibir y aportar activos, concesiones,
privilegios, proyectos y otros bienes o
derechos, para la constitución o participación
en sociedades.
Artículo 23. (Sede) El Directorio y la
Presidencia Ejecutiva tendrán como Sede a
la ciudad de La Paz ; la Vicepresidencia de
Administración, Contratos y Fiscalización de
YPFB tendrá como Sede y funcionará con
toda su estructura y dependencias, la Gerencia
Nacional de Fiscalización y el Centro
Nacional de Información Hidrocarburífera
en la Provincia Gran Chaco del Departamento
de Tarija. Por su lado la Vicepresidencia
Nacional de Operaciones tendrá como Sede
y funcionará con su estructura en Santa
Cruz; estableciendo en Camiri la Gerencia
Nacion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La
Vicepresidencia de Operaciones tendrá las
siguientes Gerencias Descentralizadas: La
Gerencia de Industrialización tendrá su Sede
en la ciudad de Cochabamba y ejercerá
competencia sobre las Industrias de Transformación
de los Hidrocarburos en el país; la
Gerencia de Ductos y Redes de Gas tendrá
como Sede a la ciudad de Sucre y de ella
dependerá toda la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Hidrocarburos, Productos y Proyectos de
Redes de Gas Natural y la Gerencia de
Comercialización funcionará en la ciudad de
La Paz.
Las Empresas Petroleras que operan en el
país deberán establecer oficinas en las
Sedes mencionadas y en los Departamentos
en los que operan.

제23조 (본부)
이사회와 사장은 La Paz 본부에 위치한다.
관리, 계약 및 감사 담당 부사장은 모든 조직
을 관리하며, 감사청과 탄화수소 국가정보센터
가 위치한 Tarija 주의 Gran Chaco 광구 본부
에 위치한다. 운영 부사장의 경우 탐사 및 채
굴국과 함께 Santa Cruz 주의 본부에 위치한
다. 운영 부사장은 다음의 부서들을 동반한다.
탄화수소 산업국은 Cochabamba 주에 위치하
며, 국가에 탄화수소 운송산업에 권한을 갖는
다. Sucre 광구에 존재하는 가스망 담당국은
탄화수소 운송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탄화수소, 생산, 천연가스망 프로젝
트와 상업국은 La Paz 본부에서 역할을 담당
한다. 볼리비아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석유회사
들은 앞서 언급한 본부에 회사를 세워야 한다.

Artículo 24. (Ente Regulador) La Superintendencia 제24조 (조정기관)

310│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de Hidrocarburos del Sistema de Regulación
Sectorial (SIRESE) es el Ente Regulador de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refinación,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derivados y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Artículo 25. (Atribuciones del Ente Regulador)
Además de las establecidas en la Ley Nº
1600, de 28 de octubre de 1994, y en la
presente Ley,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tendrá las siguientes atribuciones específicas:
a) Proteger los derechos de los consumidores.
b) Otorgar concesiones, licencias y autorizaciones
para las actividades sujetas a regulación.
c) Otorgar permisos para la exportación de
hidrocarburos y sus derivados conforme a
Reglamento.
d) Autorizar la importación de hidrocarburos.
e) Llevar un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 individuales y colectivas que
realicen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en el
país.
f) Aprobar tarifas para las actividades reguladas
y fijar precios conforme a Reglamento.
g) Velar por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y obligaciones de las entidades sujetas a su
competencia.
h) Requerir de las personas individuales y
colectivas que realizan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información, datos, contratos y otros que
considere necesarios para el ejercicio de sus
atribuciones.
i) Velar por el abastecimiento de los product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y establecer
periódicamente los volúmenes necesarios de
éstos para satisfacer el consumo interno y
materias primas requeridas por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l sector.
j) Las demás facultades y atribuciones que
deriven de la presente Ley y de la economía
jurídica vigente en el país y que sean
necesarias para el adecuado cumplimiento
de sus responsabilidades.
k) Aplicar sanciones económicas y técnicas

탄화수소 부문 규제 시스템 감사국(SIRESE)은
탄화수소의 운송, 제련 및 관련 부속물의 상업
화,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의 배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제25조 (조정기관의 권한)
또한 1994년 10월 28일 제정된 법 N°1600에
명시된 내용과 탄화수소법에 따라 탄화수소 감
사부는 다음과 같은 특별 권한을 갖는다.
a)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b) 규약에 따른 주체적 활동을 위한 양도, 인
가, 허가를 담당한다.
c) 규약에 따라 탄화수소와 그 부속물의 수출
을 위한 허가를 허용한다.
d) 탄화수소 수입의 권한을 갖는다.
e) 국내에서 탄화수소 활동을 실현하고자 하
는 개인과 집단과의 국내 등록을 담당한다.
f) 규정된 활동에 대한 세금을 승인하고, 규약
에 따른 가격을 결정한다.
g) 관할 대상 단체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보
장한다.
h) 탄화수소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정보, 데이터, 계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다.
i) 탄화수소를 통해 파생된 제품의 공급을 보
장하고, 국내 소비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 양
과 이 분야의 산업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원료
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수위를 조절한다.
j) 이 법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직무 및 볼리
비아의 합법적 경제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
다.
k)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경제 제재 및 관리
기술을 적용한다.
l) 이 법이 정하는 모든 탄화수소 자원 활동
은 규정 및 1994년 10월 28일에 제정된 법
1600에 명시된 탄화수소 규제 규범과 제도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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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as de acuerdo a normas y
Reglamentos.
l) Todas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regulada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quedan sometidas a las normas y al
Sistema de Regulación Sectorial, contenidas
en la Ley Nº 1600, de 28 de octubre de
1994.
Artículo 26. (Ingresos del Ente Regulador)
Los costos de funcionamiento d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y a la
alícuota que corresponde a la Superintendencia
General del Sistema de Regulación Sectorial
(SIRESE), serán cubiertas por las siguientes
tasas que deberán cancelar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o privad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de Refinación,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y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a) Hasta el uno por ciento (1%) del valor
bruto obtenido de las tarifas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b) Hasta el uno por ciento (1%) del valor
bruto de las ventas de las Refinerías de
Petróleo.
c) Hasta el uno por ciento (1%) de las
ventas brutas de los Concesionarios para la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en
atención a su calidad de entidad autárquica
que genera sus propios recursos, aprobará a
través de Resolución Administrativa, la
estructura de gastos de acuerdo a sus necesidades,
sin sobrepasar el límite presupuestario
aprobado por la Ley del Ministerio de
Hacienda para su inscripción en el Presupuesto
General de la Nación.
Artículo 27. (Pago de Regalías, Retribuciones
y Participaciones del órgano Operador y
Ejecutor) Cuando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jecuta directament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como empresa

제26조 (조정기관의 수입)
탄화수소 감사부의 관리비용과 탄화수소 부문
규제 시스템 감사부(SIRESE)에 대한 배당금은
정제활동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운송관을 통
해 천연가스를 배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공동체, 국내인, 외국인, 공기업 및 사기업은
제외되고 다음에 명시된 비율에 따른다.
a) 운송세롤 통해 획득한 총 가치의 1%
b) 정유 매매 총 가치의 1%
c) 네트워크를 통한 천연가스 배분을 위해 유
통업자들의 총 판매의 1%

자체 자원을 구성하는 독립단체의 역할에 중점
을 두는 탄화수소 감사부는 당 부서의 필요에
따른 지출구조는 행정절차를 통해 승인하되, 재
무부의 예산관련 법에 명시된 한도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한다.

제27조 (운영 및 집행 조직의 로열티, 보수와
배당금 지불)
YPFB가 독립기업으로서 탄화수소 활동을 직
접 운영할 때 이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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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árquica, está obligada a pagar las regalías,
retribuciones y participaciones conforme a 열티, 보수 및 배당금을 지불해야 한다.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CAPÍTULO IV
PROHIBICIONES E INHABILITACIONES
Artículo 28. (Prohibiciones e Inhabilitaciones)
No pueden participar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n
cualquiera de las modalidades de contrato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ni obtener
concesiones ni licencias, directa o indirectamente,
ni formar parte de sociedades comerciales
para realizar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descritas en el Artículo 30°, bajo sanción
de nulidad del acto:
a) Las personas que ejercen los cargos de:
Presidente y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 Senadores y Diputados; Ministros de
Estado; Presidente y Ministros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y del Consejo de la Judicatura ; Fiscal
General de la República y Fiscales de
Distrito; Presidente del Banco Central de
Bolivia; Defensor del Pueblo; Contralor y
Subcontralores de la República ; Superintendentes
de todos los Sistemas y funcionarios del
Sistema de Regulación Sectorial (SIRESE);
funcionarios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de las entidades de su dependencia; Director
de la Unidad Ambiental del Viceministerio
de Hidrocarburos; Encargado del área de
Hidrocarburos d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Director de Oficinas de Seguimiento
y Control Ambiental (OSCA) del Viceministerio
de Hidrocarburos, funcionarios de YPFB;
Delegados Presidenciales; Generales, Jefes y
Oficiales de las Fuerzas Armadas y de la
Policía Nacional, en servicio activo; Prefectos,
Subprefectos y Consejeros Departamentales;
Alcaldes y Concejales Municipales;
b) Los cónyuges de las personas a que se
refiere el inciso anterior, sus ascendientes,

제4 장
금지 및 무자격

제28조 (금지 및 무자격)
다음 사람들은 이 법에 의거한 그 어떤 계약의
형태에서도(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YPFB 활동
에 함께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법 제30조에 명
시된 무효조항에 따라 탄화수소와 관련한 활동
을 실행하기 위한 상업단체를 구성할 수도 없
다.
a)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 공화국
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과 하원, 장관, 대법
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의
위원, 회계담당 및 회계감사 위원회, 국영은행
장, 국방부장관, 경시청장, 사법부문 내 모든
시스템과 기능을 관리하는 감독부의 공무원들,
탄화수소부 직원 및 고용원, 탄화수소 환경부
위원회, 지속적 발전부의 탄화수소 담당 직원,
탄화수소 차관 산하 환경관리 이사회, YPFB
공무원, 대통령 특사, 국장, 사장, 공무원, 현역
장군, 합참의장 및 군대와 경찰의 간부, 시장
및 시의회의 의원
b) 앞의 항에서 언급한 사람의 배우자, 그들
의 비존속, 상위 일차 친족

앞서 언급한 a) 조항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2
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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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endientes y parientes colaterales hasta
el segundo grado de consanguinidad o de
afinidad.
Las prohibiciones mencionadas en el inciso
a) del presente Artículo se extenderán hasta
dos años después de cesar en sus funciones.
Artículo 29. (Excepciones) Las prohibicion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anterior no se
aplican:
a) A los derechos emergentes de los contratos
celebrados por las person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precedente, con anterioridad o
posterioridad al ejercicio de las respectivas
funciones;
b) A los derechos emergentes de las
sociedades constituidas antes del ejercicio de
las funciones públicas del inhabilitado y en
las cuales éste no ejerza ninguna actividad;
c) A los derechos referidos en la primera
parte del siguiente Artículo que sean propios
del cónyuge del inhabilitado, adquiridos
antes del matrimonio;
d) A dichos derechos cuando sean adquiridos
por sucesión.
Artículo 30. (Prohibiciones para Funcionarios
Públicos) Los servidores públicos que hayan
desempeñado los cargos de Ministro de
Hidrocarburos, Viceministro de Hidrocarburos
y Directores Generales en el área de
Hidrocarburos en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Delegado Presidencial para la Revisión y
Mejora de la Capitalización, miembros del
Directorio de YPFB, Presidente Ejecutivo,
Vicepresidentes y Gerentes o su equivalente
en YPFB que hubiesen concluido su mandato
o cesado en sus funciones o se hubiesen
retirado de la entidad que corresponda, no
podrán trabajar directamente en las empresas
hidrocarburíferas que tengan relación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cuatro años desde el cese de
sus funciones en la administración pública.

제29조 (예외)
제28조에서 금지된 사람들은 다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앞 조항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맺은 계약에
서 발생하는 권리들
b) 비능력 공무원이 세운 단체로부터 발생하
는 권리들
c) 다음 조항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권리들
d) 승계로 획득된 앞선 권리들

제30조 (공무원 금지사항)
탄화수소부의 공무원들, 탄화수소부 내의 이사
회와 차관부 공무원들, 자본화를 검토 및 증진
시키기 위한 대통령 특사, YPFB 이사회 구성
원, 사장, 부사장 및 국장과 YPFB의 직원으로
서 퇴직한 사람 및 임기를 마친 사람 모두는
공적 업무를 마치고 4년 동안은 YPFB와 관계
를 맺는 탄화수소물 관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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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III

제3 편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탄화수소 활동

CAPÍTULO I

제1 장

CLASIFICACIÓN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Y RECONOCIMIENTO 탄화수소 활동 및 표면조사의 분류
SUPERFICIAL
Artículo 31. (Clasificación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son de interés y utilidad pública y gozan
de la protección del Estado, y se clasifican
en:
a) Exploración;
b) Explotación;
c) Refinación e Industrialización;
d) Transporte y Almacenaje;
e) Comercialización;
f)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Artículo 32.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y de las áreas Protegidas)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y el Servicio Nacional de áreas
Protegidas (SERNAP), previo a las nominaciones
de áreas de interés hidrocarburífero, coordinarán
actividades en el marco de sus competencias,
cuando las mismas coincidan en áreas geográficas.
Las actividades de hidrocarburos, en sus
diferentes fases, podrán desarrollarse en
áreas protegidas, reservas forestales, tierras
de producción forestal permanente, reservas
de patrimonio privado natural respetando su
categoría y zonificación, cuando el Estudio
Ambiental Estratégico, previo a la autorización
o concesión, lo apruebe y no se pongan en
riesgo los objetivos de conservación, servicios
ambientales, recursos genéticos, espacios
arqueológicos y socio-culturales, en el ámbito
del desarrollo sostenible. Estas actividades
estarán sujetas a Reglamentos específicos,
requiriéndose en todos los casos un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제31조 (탄화수소 활동의 분류)
탄화수소 활동은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
로 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탄화수소 활동
은 다음으로 분류된다.
a) 탐사
b) 채굴
c) 정제 및 산업화
d) 운송 및 저장
e) 상업화
f) 천연가스의 배분

제32조 (탄화수소 활동과 보호구역)
탄화수소부, 지속가능한 개발부, 국립 보호광구
서비스(SERNAP), 앞서 명시한 탄화수소 관련
광구는 지리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관할 범위 안에서의 활동을 조정한다. 각기 다
른 단계에서의 탄화수소 활동은 보호구역, 산림
매장지, 영구적 산림생산지에서 개발 가능하다.

Artículo 33. (Reconocimiento Superficial) Previa 제33조 (표면조사)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탄화수소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누구든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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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lquier persona podrá realizar trabajos de
reconocimiento superficial, consistentes en
estudios topográficos, geológicos, geofísicos,
geoquímicos, prospección sísmica y perforación
de pozos para fines geofísicos, en áreas bajo
contrato o en áreas libres, sujeto a Reglamento.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concederá
los permisos previa notificación a los Titulares.
Quienes realicen actividades de reconocimiento
superficial, ejecutarán sus labores sin interferir
ni causar perjuicio alguno a las operaciones
bajo contrato y quedarán obligados a indemnizar
al Titular, Estado o a terceros, por cualquier
daño ambiental o de otra naturaleza que
produzcan.
La ejecución de trabajos de reconocimiento
superficial no concede al ejecutante prioridad
ni derecho alguno para suscribir Contratos
Hidrocarburíferos. La información obtenida
del reconocimiento superficial será entregada
en copia a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quién la pondrá en conocimiento de las
entidades competentes.

지역 및 자유광구에 대하여 지형, 지질학적, 지
구물리학, 지구화학, 가스전 끝부분 지구표면의
지진과 천공을 포함하는 표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탄화수소부는 면허권자들에게 사전 승인
통보를 부여한다. 표면조사와 관련한 활동을 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작
업들에 대해서 방해 및 손해 없이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혹은 제3자에 의하여
자연에 대한 그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면
허권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표면조사 연
구의 실행은 탄화수소 계약 등록을 위한 법적
권리나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표면조사 내
용은 담당기관인 탄화수소부에 복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CAPÍTULO II

제2 장

EXPLORACIÓN Y EXPLOTACIÓN

탐사 및 채굴

Artículo 34. (División de Parcelas para
áreas de Contrato) A los efectos de definir
el área de los Contrato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el Poder Ejecutivo mediante
Decreto Supremo, dividirá el territorio nacional
en parcelas que conformarán las áreas de
Contrato, tanto en Zonas declaradas Tradicionales
como No Tradicionales.
De manera periódica y mediante Decreto
Supremo el Poder Ejecutivo determinará la
incorporación de nuevas Zonas Tradicionales
en base a criterios de conocimiento geológico,
producción comercial de hidrocarburos e
infraestructura existente.
Para las actividades señaladas en los incisos
a) y b) del Artículo 31. de la presente Ley,
el área de un Contrato, estará conformada

제34조 (계약 유전의 구획 부분)
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계약 유전지는, 최고
명령으로 행정부를 통해 계약지의 성격을 유전
확정지(Zona Tradicional)와 비유전 확정지(Zona
No Tradicional) 부분으로 국토를 나눌 수 있
다. 최고명령을 통해 행정부는 새로운 유전 확
정지에 대한 계약을 지질학적 연구, 상업적 생
산성, 인프라의 존재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
다. 계약광구에 대하여 이 법 제31조의 a) 와
b)에 나타난 활동들은 40개로 나뉜 유전 확정
지와 400개로 나뉜 비유전 확정지로 확대 구성
할 수 있다. 유전 확정지와 비유전 확정지는
탄화수소 매장 광구로 YPFB는 협동을 통하여
탐사와 채굴을 진행한다. 이러한 광구들은
YPFB가 소유권을 갖으며, 직접 경영에 참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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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una extensión máxima de cuarenta (40)
parcelas en Zonas Tradicionales y de
cuatrocientas (400) parcelas en Zonas No
Tradicionales.
Se reservarán áreas de interés hidrocarburífero
tanto en Zonas Tradicionales como No
Tradicionales a favor de YPFB, para que
desarrolle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por sí o en asociación. Estas
áreas serán otorgadas y concedidas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n
prioridad y serán adjudicadas de manera
directa.
Artículo 35. (Licitaciones para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Criterios de Adjudicación)
Las áreas libres dentro del área de interés
hidrocarburífero, serán adjudicadas mediante
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 excluyendo
las áreas reservadas par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l Poder Ejecutivo mediante Decreto
Reglamentario, establecerá la periodicidad
de las nominaciones y licitaciones y también
nominará de oficio o admitirá solicitudes
para la nominación de áreas y fijará la
garantía de seriedad de las propuestas.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definirá para
la licitación de cada área nominada la
valoración de adjudicación, teniendo en consideración
uno o más de los siguientes criterios:
a) Unidades de Trabajo para la primera
fase obligatoria del periodo de Exploración,
en adición al número mínimo de Unidades
determinadas mediante Decreto Reglamentario.
b) Pago de un Bono a la firma de Contrato,
con destino a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c) Pago de una participación adicional a la
fijada en la presente Ley, con destino a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d) Pago de una participación en las utilidades
después de impuestos.
e)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del Titular en

제35조 (탐사활동 입찰 및 입찰기준)
YPFB가 선점한 광구를 제외하고 탄화수소 매
장지 안의 공토지는 국제입찰을 통해 낙찰된다.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는 추천과 입찰기간을
결정하고, 또한 광구를 선정하며 신청을 확정한
다. 또한 제안서들은 보장된다. 탄화수소부는
입찰 공고된 각 광구를 다음 기준의 한 개 혹
은 그 이상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a) 탐사 1단계 기간의 작업단체의 최소한의
수는 행정명령을 통해 결정한다.
b) 계약된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Bono 금액
을 재무부에 지불한다.
c) 이 법에 명시된 추가적인 특별세를 재무부
에 지불한다.
d) 세금 이후 사용에 관한 특별세를 지불한다.
e) 생산에 따른 계약자의 비율

국제입찰을 통한 모집과 입찰광구의 낙찰은 공
적 행위로서 YPFB가 진행한다. 직접 지명 혹
은 예외를 통한 계약 형태는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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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roducción.
La convocatoria a licitaciones públicas
internacionales y la adjudicación de áreas
nominadas se realizarán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n
acto público. Quedan expresamente prohibidas
las modalidades de contratación por invitación
directa o por excepción.
Artículo 36. (Plazos de Exploración y
Devolución de áreas) El plazo inicial de
Exploración no podrá exceder de siete (7)
años en Zona Tradicional y de diez (10)
años en Zona No Tradicional, dividido en
tres fases:
Zona Tradicional Zona No Tradicional
Fase 1: Años 1 al 3 Fase 1: Años 1 al 5
Fase 2: Años 4 y 5 Fase 2: Años 6 al 8
Fase 3: Años 6 y 7 Fase 3: Años 9 y 10
Para las áreas de Exploración cuya extensión
original sea mayor a diez (10) parcelas,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una cantidad
de área de acuerdo al siguiente detalle:
Al finalizar la Fase 1,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no menos del veinte por ciento
(20%) del área original de Exploración en
exceso de diez (10) parcelas.
Al finalizar la Fase 2,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no menos del treinta por ciento
(30%) del área original de Exploración en
exceso de diez (10) parcelas.
Al finalizar la Fase 3,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el cien por ciento (100%) del
área de Exploración restante, en caso de
que el Titular no hubiese declarado hasta
entonces un descubrimiento comercial, o no
esté haciendo uso del periodo de retención.
El mínimo de Unidades de Trabajo para
cada fase será determinado mediante
Decreto Supremo Reglamentario.
Artículo 37. (Periodo Adicional de Exploración
y Devolución de áreas) Si se declárase uno
o más descubrimientos comerciales durante
cualquiera de las fases del periodo inicial

제36조 (탐사기간 및 탐사광구 반환)
탐사의 시작 기간은 유전 확정지의 경우 7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유전 확정지의 경우는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은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

유전 확정지
1 ~ 3년
4 ~ 5년
6 ~ 7년

비유전 확정지
1 ~ 5년
6 ~ 8년
9 ~ 10년

탐사광구는 최대 10년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
은 세부사항들을 숙지해야 한다.
- 1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10개 부분 중 적어
도 20%에 대해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 2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10개 부분 중 적어
도 30%에 대해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 3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나머지 탐사광구의
100%에 대해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상업적
발견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면허권자의 경우는
보유기간을 사용할 수 없다.
각 단계의 최소 작업 단체는 최고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37조 (추가 탐사기간 및 탐사광구 반환)
탐사기간 동안 어느 단계에서든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상업적 유전지를 발견하거나, 본 조
항에 언급된 단계 중에서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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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Exploración o si estuviera haciendo uso
del periodo de retención en cualquiera de
las mencionadas fas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precedente, el Titular podrá acceder
al Periodo Adicional de Exploración que
tendrá una duración de hasta siete (7) años,
computables a partir de la finalización de la
tercera fase, pudiendo conservar adicionalmente
al área de Explotación o de Retención,
hasta el treinta por ciento (30%) del área
original de Exploración, que se denominará
área remanente, para continuar con dichas
tareas exploratorias.
El periodo adicional de Exploración comprenderá
las siguientes fases:
Zona Tradicional Zona No Tradicional
Fase 4: Años 8 al 10 Fase 4: Años 11 al 13
Fase 5: Años 11 al 12 Fase 5: Años 14 al 15
Fase 6: Años 13 al 14 Fase 6: Años 16 al 17
Al finalizar la Fase 4,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no menos del veinte por ciento
(20%) del área remanente, en exceso de
diez (10) parcelas para Zona Tradicional y
No Tradicional.
Al finalizar la Fase 5,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no menos del treinta por ciento
(30%) del área remanente, en exceso de
diez (10) parcelas para Zona Tradicional y
No Tradicional.
Al finalizar la Fase 6, se deberá renunciar
y devolver el cien por ciento (100%) del
área de exploración restante.
El mínimo de Unidades de Trabajo para
cada fase será determinado mediante Decreto
Supremo Reglamentario.
Artículo 38. (Declaratoria de Comercialidad)
El Titular de un contrato de exploración,
explotación,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y asociación suscrito en el marco de la
presente Ley, que haya realizado un
Descubrimiento Comercial deberá declarar
la comercialidad del campo para su
aprobación, basado en la combinación de

작업한다면, 면허권자는 3단계가 종료된 시점
으로부터 7년까지는 추가적 탐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탐사지 혹은 보류지는 추가적으로 보
존할 수 있으며, 본래 탐사 광구의 30%까지
탐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탐사의 추가 기간
은 다음 단계와 같다.

4단계
5단계
6단계

유전 확정지
8 ~ 10년
11 ~ 12년
13 ~ 14년

비유전 확정지
11 ~ 13년
14 ~ 15년
16 ~ 17년

- 4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초과 10개 부분 중
적어도 20%에 대하여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 5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초과 10개 부분 중
적어도 30%에 대하여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 6단계를 완수하였을 때, 남은 탐사 광구의
100%에 대하여 보고 및 반환해야 한다.
각 단계의 최소 작업 단체는 최고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38조 (상업성 보고)
이 법 내에서 탐사, 채굴, 공동생산, 운영 및 합
작등록 상업적 탐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면허권
자는 기술, 경제 분야 및 탐사에 대해 진행 시
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광구를 공표해야
한다. 상업화 승인은 YPFB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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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es técnicos, económicos y de mercado
que hagan rentable su explotación. La
Declaración de Comercialidad se hará ant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Artículo 39. (Selección de áreas y Operaciones
de Explotación) El Titular de un contrato
que haya realizado una Declaratoria de
Comercialidad, podrá seleccionar un área
para su Explotación que comprenda un campo
sin solución de continuidad en observancia
a la Ley del Medio Ambiente.
a) El área de Explotación seleccionada dentro
del área del contrato, por cada descubrimiento
comercial será el área que cubra el campo
descubierto y de ninguna manera deberá
comprender otras estructuras.
b) A partir de la fecha de Declaratoria de
Comercialidad y de conocimiento de la
misma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l Titular dentro del
plazo de dos (2) años, deberá presentar el
Plan de Desarrollo del Campo. A partir de
la aprobación del plan por YPFB, el Titular
deberá desarrollar el Campo dentro del
plazo de cinco (5) años. En el caso de que
el Titular no cumpla con esta obligación
deberá pagar a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en treinta (30) días calendario, una
suma equivalente al costo total del último
pozo perforado en dicho campo. En caso
de incumplir con la presentación del Plan
de Desarrollo del Campo o la obligación
del pago de la suma equivalente en los
plazos señalados, deberá devolver todo el
Campo.
IV. Los descubrimientos que hayan sido
declarados comerciales con anterioridad a la
vigencia de la presente Ley, que no hayan
sido desarrollados, se adecuarán a las
disposiciones y plazos descritos en el
párrafo anterior, en el marco de los
Contratos Petroleros establecidos en la

제39조 (탐사광구 선정과 채굴 작업)
I. 실현되는 상업화 승인의 계약 면허권자는
채굴를 위한 광구를 선정할 수 있다. 채굴 광
구는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광구이다.
II. 계약광구 안에서 선정된 채굴광구는 각 상
업적 발견에 따라, 발견된 광구를 포함하는 광
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구조로 이해
될 수 없다.
III. 상업화 승인 날과 YPFB의 승인 이후 2
년 안으로 면허권자는 광구발전계획을 발표해
야 한다. YPFB의 승인 이후에 면허권자는 5
년 안으로 광구를 개발해야 한다. 면허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무
부에 30일 안으로 앞서 언급한 광구의 마지막
채굴 중인 유전을 반환해야 한다.
IV. 이 법 효력 이전에 상업적으로 승인된 채
굴광구는, 개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법에 명
시된 석유계약 범위 안에서 앞서 언급한 조항
의 기간과 역할이 적용된다.
V. 법령 N°1689에 따라 계약되어 생산되는
상업적 채굴의 경우 적어도 선택된 광구의 유
전은 이 법의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
러한 광구의 부분들은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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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 Ley.
V. En el caso de descubrimientos comerciales
producidos en el marco de los contratos
suscritos al amparo de la Ley Nº 1689 en
los que no se haya cumplido la disposición
de perforación de al menos un pozo por
parcela seleccionada, de acuerdo a lo
establecido por el Artículo 30° de la mencionada
Ley, estas parcelas serán obligatoriamente
devueltas al Estado.
Artículo 40. (Retención de áreas por Insuficiencia
de Transporte, de Mercado y Otros) Cuando
el Titular efectuase el descubrimiento de
uno o más campos de hidrocarburos, los que
por inexistencia o insuficiencia de transporte
y/o falta de mercado o limitaciones a su
acceso, no fueran declarados comerciales de
acuerdo a la Certificación de YPFB, podrá
retener el área del campo, por un plazo de
hasta diez (10) años, computable desde la
fecha de comunicación del descubrimiento
comercial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a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제40조 (수송, 시장 및 기타 부족요인으로 인
한 보류)
면허권자가 탄화수소 유전의 하나 혹은 그 이
상의 채굴을 시행할 때, YPFB와 탄화수소부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으로 수송에 대한 불
충분 및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혹은 시장으로의
접근이 부족할 경우 YPFB의 승인에 따른 사
업승인은 취소 혹은 몰수될 수 있다.

Artículo 41. (Devolución de áreas y
Terminación de Contrato) Al vencimiento
del plazo de cualquiera de los contratos o a
su terminación por cualquier causa, el área
será devuelta por el Titular al Estado
mediant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ara ser posteriormente
nominada, licitada y/o adjudicada conforme
a lo dispuesto por la presente Ley.
El Titular, que cumpla sus obligaciones
contractuales en cualquier fase de Exploración,
podrá unilateralmente terminar el contrato sin
responsabilidad ulterior, salvo las obligaciones
establecidas por Ley, comunicando esta decisión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n copia a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procediendo a la devolución del área del
contrato y entregando toda la información
obtenida en forma gratuita y obligatoria.

제41조 (광구 반환 및 계약 완료)
그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 완료되거나 혹은 어
떠한 이유로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면허권자
는 이 법에 의거하여 조정되어 향후 입찰 될
수 있도록 YPFB를 통하여 국가에 광구를 반
환해야 한다. 그 어떤 탐사 단계에서 계약된
의무를 완수한 면허권자는 이 법에 명시된 의
무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YPFB와 탄화수소부에 알
리고, 계약광구를 반환하며,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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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2. (Entrega de Instalaciones y Pasivos
Ambientales) A la finalización de un contrato
por vencimiento de plazo o por cualquier
otra causa, el Titular está obligado a dejar
las instalaciones en condiciones operativas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ara la continuidad de las actividades.
En este caso, el Titular asumirá los Pasivos
Ambientales generados hasta el momento de
la transferencia.
En los contratos que celebre el Estado se
contemplarán previsiones para compensar
las inversiones productivas realizadas en
inmuebles e instalaciones no depreciadas que
se encuentren en operación en el área de
contrato por el Titular. A la finalización del
contrato, dichos inmuebles e instalaciones
serán transferidos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a título gratuito.
Si los campos del área del contrato estuvieren
en producción a tiempo de finalizar el
mismo,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drá operarlos directamente o bajo
Contrato de Asociación.
Los contratistas no podrán enajenar, gravar
o retirar en el curso del contrato, parte
alguna de los bienes e instalaciones, sin
autoriz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Artículo 43.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mediante el Uso de Técnicas y Procedimientos
Modernos, Quema y Venteo de Gas Natural)
La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en los
campos deberá ejecutarse utilizando técnicas
y procedimientos modernos aceptados en la
industria petrolera, a fin de establecer niveles
de producción acordes con prácticas eficientes
y racionales de recuperación de reservas
hidrocarburíferas y conservación de reservorios.
La Quema o Venteo de Gas Natural deberá ser
autorizada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제42조 (설비 제출 및 환경피해)
계약기간이 완료되거나 그 어떤 원인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면허권자는 향후 활동의 지속을
위해 YPFB에 관련 설비를 남겨줘야 한다. 이
러한 경우 면허권자는 양도기간 동안 환경피해
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국가와 계약을 채결한
계약들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의 계약이 종
료될 때, 앞서 언급한 설비들은 YPFB에 무상
으로 이전된다. 계약 지역의 생산활동이 종료시
점과 동일하다면 YPFB가 직접 또는 제휴계약
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YPFB와 탄화수소부의 허가 없이
계약 관련 및 설비 부분에 양도, 저당 및 철회
할 수 없다.

제43조 (기술 사용을 통한 탄화수소 채굴 및
천연가스의 연소, 분리, 현대화 공정)
광구에서 탄화수소 채굴은 석유산업에 알맞은
현대적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탄화수소 매장을 보존하면서 실효적이고 합리
적인 생산 수준으로 실행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연소 및 분리 공정은 탄화수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규정에 따라 YPFB의
감시와 감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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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u ejecución estará sujeta a la Supervisión y
Fiscaliz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nforme a
Reglamento.
Artículo 44. (Intercambio de Volúmenes de
Gas Natural) Los Titulares que estén realizando
actividades de Explotación podrán, temporalmente,
efectuar intercambios de volúmenes de Gas
Natural de acuerdo a las necesidades operativas
del mercado interno y de la exportación, con
la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la fiscaliz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de acuerdo a
Reglamento.

제44조 (천연가스 용량 교환)
규정에 의거하여 탄화수소부와 YPFB의 승인
하에 채굴활동을 실행하는 면허권자들은 일시
적으로 국내시장 및 수출의 필요에 따라 천연
가스의 용량을 교환할 수 있다.

Artículo 45. (Reservorios Compartidos) Con
la finalidad de maximizar la recuperación
de las reservas de hidrocarburos contenidas
en Reservorios Compartidos por dos o más
Titulares, éstos deberán elaborar conjuntamente
un plan integral de desarrollo y explotación
del Reservorio Compartido, utilizando prácticas
eficientes y racionales y, ejercitando técnicas
y procedimientos modernos de explotación
de campos, con el fin de obtener la máxima
producción eficiente, el mismo que deberá
presentarse a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para
su aprobación conforme a Reglamento y
someterse a la fiscaliz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uando existan campos ubicados en dos o
más departamentos que tengan Reservorios
Compartidos, el o los Titulares deberán efectuar
los estudios detallados a través de empresas
de reconocido prestigio internacional para
establecer la proporción de las reservas en
cada departamento.
En el caso en que un reservorio sea compartido
por dos o más departamentos, las regalías
serán canceladas proporcionalmente a sus
reservas, proyectando verticalmente el límite
o limites departamentales al techo de cada
reservorio productor.
Cuando los hidrocarburos se encuentren en

제45조 (공유 매장지)
둘 혹은 그 이상의 면허권자들로 공유되고 있
는 매장지의 경우 탄화수소 양이 최대로 확보
되면 통합발전계획 및 공유 매장지의 채굴 업
무를 수행한다. 광구 채굴은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현대적 기술을 사용하며, 최대 생산을 획
득한 후 탄화수소부와 YPFB에 보고해야 한다.
공유 매장지가 2개 이상의 도(department)에
위치한 경우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회
사를 통해 자세한 연구 분석을 통해 각 도의
매장 비율을 설정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도
에 매장지가 공유된 경우 로열티에서 계약된
비율은 취소된다. 앞 조항에서 묘사하고 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탄화수소가 둘 혹은 그 이상
의 도에 걸쳐 있을 때, 로열티 지불은 각 계약
지역의 생산 유전의 위치가 아닌 탄화수소의
분배 요소에 따른 비율에 맞춰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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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o más departamentos con base al estudio
descrito en el presente artículo, el pago de
regalías se distribuirá entre cada área de
contrato involucrada en proporción a los
factores de distribución de hidrocarburos en
situ, independientemente de la ubicación de
los pozos productores.
Artículo 46. (Inyección de Gas Natural)
Toda solicitud del Titular para la Inyección
de Gas Natural de un Reservorio Productor
a un Reservorio Receptor deberá estar bajo
la fiscaliz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ser aprobada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perseguir
los siguientes objetivos:
a) Conservar las condiciones productivas del
yacimiento.
b) Conservar el Gas Natural que de otra
manera tendría que ser quemado.
c) Ejecutar proyectos de recuperación mejorada
de Hidrocarburos Líquidos.
d) Mejorar la capacidad de entrega del Gas
Natural boliviano durante periodos de alta
demanda.
e) Optimizar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Líquidos y de otros componentes asociados
al gas en el Reservorio Productor, cuando
no exista mercado para el gas.
Toda la reinyección que implica una transferencia
de un Reservorio Productor a un Reservorio
Receptor ubicados en diferentes departamentos,
estará sujeta a Reglamento que contemplará
el cálculo y el pago de las Regalías departamentales
correspondientes a Reservorio Productor en
el momento de la transferencia del Gas
Natural.

제46조 (천연가스 주입)
생산 매장지에서 포집지로 천연가스의 투입을
위한 면허권의 모든 신청은 YPFB의 감시 아
래 진행되어야 하며, 탄화수소부의 승인을 거치
고 다음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a) 매장지에서 생산된 상태 보존
b) 여타 방법을 통해 연소된 천연가스의 보존
c) 액화 탄화수소물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
d) 높은 수요 시기 볼리비아 천연가스 투입
능력 확대
d) 가스 시장 부재 시 액화 탄화수소물과 가
스 부산물 생산의 최적화

생산 매장지에서 다른 도에 위치한 포집지로
이동의 모든 재투입은 규정에 따라 천연가스가
이동하는 순간에 생산 매장지가 등록된 도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TÍTULO IV

제4 편

RÉGIMEN DE PATENTES, REGALÍS,
특허,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 제도
PARTICIPACIONES Y TASAS

CAPÍTULO I
PATENTES

제1 장
특허

Artículo 47. (De las Patentes) Yacimientos 제47조 (특허)

32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ancelará a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las Patentes anuale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por las áreas sujetas a Contratos
Petroleros. Las Patentes se pagarán por
anualidades adelantadas e inicialmente a la
suscripción de cada contrato, por duodécimas
si no coincidiera el plazo con un (1) año
calendario, independientemente de los impuestos
que correspondan a las actividades señaladas.
Artículo 48. (Reembolso por Pago de Patentes)
El Titular rembolsará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a totalidad de
los montos pagados por concepto de Patentes,
reembolso que se hará efectivo dentro de
los treinta (30) días de ser notificados con
la correspondiente certificación de pago.
Los montos reembolsados por este concepto
constituirán un gasto a contabilizarse por
quién efectúa el reembolso, pero no podrán
utilizarse como crédito fiscal.
Artículo 49. (Devolución Parcial de áreas
de Contrato) Si el área de uno de los
Contratos Petroleros se reduce por renuncia
parcial, las Patentes se pagarán sólo por el
área que se retenga después de la reducción
y se harán efectivas a partir del primero de
enero del año siguiente, no habiendo lugar
a devolución o a compensación por periodos
menores a un (1) año calendario.
Artículo 50. (Base de Cálculo) En áreas
calificadas como Zonas Tradicionales, las
Patentes anuales se pagarán en moneda
nacional con mantenimiento de valor, de
acuerdo a la siguiente escala actualizada al
mes de marzo de 2005:
1. Fase 1 Bs. 4, 93 por hectárea.
2. Fase 2 Bs. 9, 86 por hectárea.
3. Fase 3 Bs. 19, 71 por hectárea.
4. Fase 4 en adelante, Bs. 39, 42 por
hectárea.
Las Patentes para Zonas no Tradicionales,

YPFB는 석유계약에 따른 지역의 연간 특허에
대해 이 법에 명시된 연간 특허를 재무부에 취
소할 수 있다. 특허는 명시된 활동들에 상응하
는 세금과 별도로 각 계약 등록 시작일로부터
매년 지불해야 하며, 1년 주기의 기간이 아닐
경우 12개월로 기간을 정한다.

제48조 (특허비용 결제)
계약자는 총 지불대금인 특허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YPFB에 결제한다.
특허지불액은 결제해야 하는 사람들에 따라 계
산된다.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9조 (계약지역 분할지 반환)
석유계약 지역이 추정된 부분보다 낮을 경우
특허료는 그 다음해 첫 1월부터 적용하여 줄어
둔 부분을 제하고 지불한다. 1년 이하의 기간
혹은 반환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0조 (계산 기준)
유전 확정지로 보고된 지역에서 연간 특허료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볼리비아 화폐로 지불한다.
1.
2.
3.
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헥타르당
– 헥타르당
– 헥타르당
– 헥타르당

4,93Bs.
9,86Bs.
19,71Bs.
39,42Bs.

비확정 유전지에 대한 특허료는 확정 유전지에
대한 금액의 50%로 한다. 확정 및 비확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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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stablecen en el cincuenta por ciento
(50%) de los valores señalados para las
Zonas Tradicionales.
Cualquier periodo de Retención y de
전지의 채굴과 반환기간 동안의 특허료는 헥타
Explotación en Zonas Tradicionales o No
르당 39,42Bs.로 규정한다. 지불과 특허가치의
Tradicionales, obligará al pago de Bs. 39,
지속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2 por hectárea, con mantenimiento de
valor. La modalidad de pago y mantenimiento
de valor de las Patentes será objeto de
reglamentación.
Artículo 51. (Distribución) E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en un periodo de
treinta (30) días de cobradas las Patentes
transferirá el cincuenta por ciento (50%) del
valor de las mismas a los Municipios en
cuyas circunscripciones se encuentran las
concesiones petroleras que generan el pago
de aquellas con destino únicamente a programas
y proyectos de inversión pública y/o gestión
ambiental.
El restante cincuenta por ciento (50%) será
utilizado por 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para programas y proyectos de
inversión pública y gestión ambiental en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de hidrocarburos.

제51조 (분배)
특허료 지불 후 30일 동안 재무부는 특허료의
50%를 공공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사용
할 목적으로 하는 석유합작을 고려하는 주에
양도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공적 투자와 탄화수소 생산 도
의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지속가
능한 개발부가 사용한다.

CAPÍTULO II

제2 장

REGALÍAS, PARTICIPACIONES Y RÉGIMEN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TRIUTARIO
Sección I

제1 절

Regalías y participaciones

로열티 및 특별세

Artículo 52. (Regalías y Participaciones e
Impuestos) El Titular está sujeto al pago de
las siguientes regalías y participaciones
sobre la producción fiscalizada, pagaderas
de manera mensual en Dólares Americanos,
o su equivalente en moneda nacional, o en
especie a elección del beneficiario.
1. Una Regalía Departamental, equivalente
al once por ciento (11%) de la Producción
Departamental Fiscalizada de Hidrocarburos,

제52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면허권자는 확정된 생산품에 대해 다음의 로열
티, 특별세 지불의 주체가 된다. 수해자의 선택
에 따라 미국 달러 혹은 그와 동등한 볼리비아
통화로 지불한다.
1. 도 로열티, 생산 지역의 로열티 탄화수소
생산의 11%
2. 1988년 3월 7일 공표된 법령 N°981에 의
거, 베니 주(2/3)와 판도 주(1/3)에 해당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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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beneficio del Departamento donde se
origina la producción.
2. Una Regalía Nacional Compensatoria del
uno por ciento (1%) de la Producción
Nacional Fiscalizada de los Hidrocarburos,
pagadera a los Departamentos de Beni (2/3)
로 로열티 1%
y Pando (1/3), de conformidad a lo
3. 재무부에 특별세 6%
dispuesto en la Ley Nº 981, de 7 de marzo
de 1988.
3. Una participación del seis por ciento
(6%) de la Producción Nacional Fiscalizada
en favor de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Sección II

제2 절

Régimen tributario impuesto directo a los
탄화수소 직접세
hidrocarburos
Artículo 53. (Creación d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 IDH) Créase 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que se aplicará,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a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en Boca de Pozo, que se medirá y pagará
como las regalías, de acuerdo a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ación.

제53조 (탄화수소 직접세(IDH) 신설)
이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로열티로 측정되고
지불되는 것과 같이 전 국토와 유정 입구에서
의 탄화수소 생산에 적용되는 탄화수소 직접세
를 신설한다.

Artículo 54. (Objeto, Hecho Generador y
Sujeto Pasivo)
1. El objeto del IDH es la producción
Hidrocarburos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2. El hecho generador de la obligación
tributaria correspondiente a este Impuesto se
perfecciona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producidos, a tiempo de
la adecuación para su transporte.
3. Es sujeto pasivo del IDH tod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pública o privada, que
produce hidrocarburos en cualquier punto
del territorio nacional.

제54조 (목적, 행사 및 과세대상)
1. 탄화수소 직접세의 대상은 전 국토의 탄화
수소 생산에 해당한다.
2. 이 세금에 해당하는 세금 의무를 갖는 행
위는 생산된 탄화수소가 수송을 위해 변태되는
추출지점에 적용된다.
3. 볼리비아 국토 내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탄
화수소를 생산하는 자연인, 법인, 공적 및 사적
인 모든 사람이 탄화수소 직접세의 행위 주체
이다.

Artículo 55. (Base Imponible, Alícuota, Liquidación 제55조 (기본과세 및 지불기한)
y Periodo de Pago)
1. 탄화수소 직접세의 기본과세는 로열티와
1. La Base Imponible del IDH es idéntica 특별세에 해당하며, 생산된 탄화수소의 총량에
a la correspondiente a regalías y participaciones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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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e aplica sobre el total de los volúmenes
o energía de los hidrocarburos producidos.
2. La Alícuota del IDH es del treinta y dos
por ciento (32%) del total de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medida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que se aplica de manera
directa no progresiva sobre el cien por ciento
(100%) de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medidos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en su
primera etapa de comercialización. Este
impuesto se medirá y se pagará como se
mide y paga la regalía del dieciocho por
ciento (18%).
3. La sumatoria de los ingresos establecidos
del 18% por Regalías y del 32% d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no será
en ningún caso menor al cincuenta por
ciento (50%) del valor de la producción de
los hidrocarburos en favor del Estado
Boliviano, en concordancia con el Artículo
8° de la presente Ley.
4. Una vez determinada la base imponible
para cada producto, el sujeto pasivo la
expresará en Bolivianos (Bs.), aplicando los
precio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56° de
la presente Ley.
5. Para la liquidación del IDH, el sujeto
pasivo aplicará a la base imponible
expresada en Bolivianos, como Alícuota, el
porcentaje indicado en el numeral 2
precedente.

2. 탄화수소 직접세율(분할금)은 탄화수소 상업
화의 1단계인 최종상품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
에서 측정된 탄화수소 양을 100%로 하여 총
생산의 32%이다. 이 세금은 앞서 언급한 로열
티처럼 측정되고 지불한다
3. 로열티 18%와 탄화수소 직접세 32% 수입
의 합은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 제8조
에 따라 탄화수소 생산의 50% 이하가 될 수
없다.
4. 한 번 결정된 각 상품에 대한 기본과세에
대해 이 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용 된
가격에 대해서 납세자는 볼리비아 통화로 지불
한다.
5. 탄화수소 직접세의 결산을 위해 납세자는
2번 항목에서 언급한 분할금과 같이 볼리비아
통화로 표시되는 기본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Artículo 56. (Precios para la valoración de
regalías, participaciones e IDH) Las regalías
departamentales, participaciones y 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se pagaran
en especie o en Dólar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de acuerdo a los
siguientes criterios de valoración:
a) Los precios de petróleo en Punto de
Fiscalización:
1. Para la venta en el mercado interno, el
precio se basará en los precios reales de

제56조 (로열티, 특별세 및 탄화수소 직접세의
평가액)
도에 대한 로열티, 특별세 및 탄화수소 직접세
는 다음의 기준가치에 따라 현물 혹은 미국 달
러로 지불한다.
a) 품질감사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에
서 석유 가격
1.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가격은 국내시장
에서의 실제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2. 수출을 할 경우 석유 전문지인 Platt's Oilgram
Price Report에 발표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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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a del mercado interno.
2. Para la exportación, el precio real de
exportación ajustable por calidad o el
precio del WTI, que se pública en el
boletín Platts Oilgram Price Report, el que
sea mayor.
b) El precio del Gas Natural en Punto de
Fiscalización, será:
1. El precio efectivamente pagado para las
exportaciones.
2. El precio efectivamente pagado en el
Mercado Interno.
Estos precios, para el mercado interno y
externo, serán ajustados por calidad.
c) Los precios del Gas Licuado de Petróleo
(GLP) en Punto de Fiscalización:
1. Para la venta en el mercado interno, el
precio se basará en los precios reales de
venta del mercado interno.
2. Para la exportación, el precio real de
exportación:
La presente Ley deja claramente establecido
el término Punto de Fiscalización como el
lugar donde se participa, se valoriza y se
paga el once por ciento (11%) de la
producción bruta de los hidrocarburos sujeta
al pago de las regalías de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razón por la que ningún consumo,
compensación o costos, llámese de exploración,
explotación, adecuación, transporte u otros,
son deducibles de las regalías.
Artículo 57. (Distribución d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será coparticipado
de la siguiente manera:
a) Cuatro por ciento (4%) para cada uno de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de hidrocarburos
de su correspondiente producción departamental
fiscalizada.
b) Dos por ciento (2%) para cada Departamento
no productor.
c) En caso de existir un departamento productor
de hidrocarburos con ingreso menor al de

유(WTI)의 가격과 질에 따라 조정된 실제수출
가격을 적용한다.
b) 품질감사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에
서 천연가스 가격
1. 수출에 대해 지불된 가격
2. 국내시장에서 지불된 가격
이러한 가격들은 질에 대해 조정되어 국내⋅국
외 시장에 제공된다.
c) 품질감사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에
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1.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 국내시장에서 실
제판매되는 금액에 기초한다.
2. 수출의 경우 실제 수출가격에 기초한다.
이 법은 통지되고, 가치가 정해지며, 탄화수소
총 생산의 11% 지불해야 하는 지점으로서 최
종상품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을 명확하
게 정하고, 생산 도에 대한 로열티는 그 어떤
소비, 보상 혹은 비용, 탐사, 채굴, 보관, 수송
및 기타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소비 및 보상
의 이유로도 공제될 수 없다.

제57조 (탄화수소 직접세의 분배)
탄화수소 직접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
된다.
a) 탄화수소가 생산되는 주에 각 4%씩 분배
b) 생산되지 않는 주에 각 2%씩 분배
c) 탄화수소가 생산되는 주의 경우 생산되지
않는 주, 재무부는 탄화수소 직접세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수입에 대한 분배를 받는 생산되지
않는 주의 총합 수입의 급을 나눈다.
d) 행정부는 재무부,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
부족, 농민공동체, 주 단위, 대학, 군, 정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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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ún departamento no productor, e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nivelará su
ingreso hasta el monto percibido por el
Departamento no productor que recibe el
mayor ingreso por concepto de coparticipación
en 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d) El Poder Ejecutivo asignará el saldo d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a favor del TGN, Pueblọs Indígenas y Originarios,
Comunidades Campesinas, de los Municipios,
Universidades, Fuerzas Armadas, Policía Nacional
y otros.
Todos los beneficiarios destinarán los
recursos recibidos por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para los sectores
de educación, salud y caminos, desarrollo
productivo y todo lo que contribuya a la
generación de fuentes de trabajo.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priorizarán
la distribución de los recursos percibidos
por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en favor de sus provincias productoras
de hidrocarburos.

기타 지역에 대하여 탄화수소 직접세 분배의
균형을 맞춘다.
모든 수혜자들은 탄화수소 직접세로부터 획득
한 자원을 통해 교육, 보건, 도로 및 생산적 개
발과 그 외의 모든 작업에 기여한다. 모든 생
산 도들은 탄화수소 직접세로 획득한 자원의
분배를 우선시한다.

Sección II

제3 절

Régimen tributario

조세제도

Artículo 58. (Régimen Tributario) Los Titulares
제58조 (조세제도)
estarán sujetos, en todos sus alcances, al
면허권자들은 N°843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
Régimen Tributario establecido en la Ley
진 모든 조세에 대해 과세대상이다.
Nº 843 y demás leyes vigentes.
Artículo 59. (Prohibición de Pago Directo a
la Casa Matriz) Las Empresas Petroleras
que operan en Bolivia, no deberán hacer
depósito o pago directo a su Casa Matriz
de los recursos provenientes de la venta o
exportación de hidrocarburos, sin previo
cumplimiento con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51° de la Ley Nº 843 (Texto Ordenado
vigente). En caso de incumplimiento los sujetos
pasivos serán sancionados conforme a las
previsiones de la Ley Nº 2492 del Código

제59조 (본사로 직접 납부 금지)
N°843 제51조에 의거하여, 볼리비아에서 활동
하는 석유회사들은 보증금을 걸 수 없으며, 탄
화수소를 판매 수출하는 YPFB 본사에 직접
지불할 수 없다. 위반 시 납세자들은 조세법
N°2492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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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tario.
Artículo 60. (Incentivos Tributarios para los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Redes de
Gasoductos, Instalaciones Domiciliarias y
Cambio de Matriz Energética)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interesadas en instalar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Natural
en Bolivia, tendrán los siguientes incentivos:
a) Las importaciones definitivas de bienes,
equipos, materiales, maquinarias y otros que
se requieren para la instalación de la planta
o complejo industrial, destinadas a la
industrialización de hidrocarburos, así como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de ductos y
tuberías para establecer instalaciones de Gas
Domiciliario, y al proceso de construcción
de plantas hasta el momento de su operación,
estarán liberadas del pago del Gravamen
Arancelario (GA), 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
b) Liberación del Impuesto sobre Utilidades
por un plazo no mayor a ocho (8) años
computables a partir del inicio de operaciones.
c) Otorgamiento de terrenos fiscales en usufructo,
cuando exista disponibilidad para la instalación
de infraestructura o planta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Natural.
d) Exención temporal del Impuesto a la
Propiedad de Bienes Inmuebles destinado a
la infraestructura industrial, por un plazo
mínimo de cinco (5) años improrrogables.
e) Las importaciones de bienes, equipos y
materiales para el cambio de la Matriz
Energética del parque automotor a Gas Natural
Comprimido (GNC), estarán liberados del
pago del gravamen arancelario 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
Artículo 61. (Promover la Inversión) El
Estado garantiza y promoverá las inversiones
efectuadas y por efectuarse en territorio
nacional para la industrialización en todas y
cada una de las actividades petroleras y en

제60조 (산업화 프로젝트, 가스관 네트워크, 국
내 설비 및 에너지 매트릭스 변화에 대한 조세
특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산업 프로젝트 설치에 관
심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
브를 갖는다.
a) 탄화수소 사업을 위한 플랜트 설치 및 산업
단지 건설과 더불어 국내 가스 설치를 위해 가
스관을 건설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상품, 장비,
물질, 기계 및 그 외의 부품은 설비시설이 완
성될 때까지 수입에 대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IVA)와 관세(GA)가 면세된다.
b) 운영되는 날로부터 8년 기간 동안 면세된
다.
c) 천연가스 산업의 인프라 혹은 플랜트 건설
을 위한 이용성이 존재할 때 공유지 사용에 대
한 권한을 승인한다.
d) 연장 가능한 최소 5년 기간 동안으로 인프
라 건설 산업에 대한 부동산세가 일시적 면제
된다.
e) 천연가스 압축 자동화 단지의 에너지 매트
릭스 변화를 위한 상품, 장비, 물질, 기계 및
그 외의 부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IVA)와
관세(GA)는 면세된다.

제61조 (투자증진)
국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석유활동에 관한 모
든 혹은 각각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국법과 이
법에 명시된 제100조에 따라 허용된 계약에 대
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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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lquiera de las formas de unidades
económicas o contractuales permitidas por la
legislación nacional y concordante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00° de la presente
Ley.
Artículo 62. (Acceso a los Incentivos de la
Inversión) Accederán a los incentivos
previstos en el presente Capítulo, todas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efectúen
la inversión con destino a las actividades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Natural, cuando
cumplan con las siguientes condiciones o
requisitos:
a) Que la inversión se realice con
posterioridad a la publicación de esta Ley.
b) Comprometa una permanencia mínima de
diez (10) años en el territorio nacional.
c) Sea propuesta por un inversionista que
adopte una forma jurídica constitutiva,
participativa o asociativa, reconocida por el
Código de Comercio, por el Código Civil,
por la presente Ley, o por disposiciones
legales especiales y se encuentre en el
Registro de Comercio o en el registro que
corresponda.

제62조 (투자 특혜 요건)
이 장에서 제공되는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천
연가스 산업 활동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의 요
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투자는 이 법 공포 이후에 적용된다.
b) 국내에 최소 10년 거주
c) 상법, 민법, 본법,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헌
법적 형태, 지분참여 및 합작형태의 투자자에
의해 상업 등록부 혹은 담당 등록부에 제안될
수 있다.

Artículo 63. (Convenios de Estabilidad
Tributaria para Promover la Industrialización)
El Ministerio de Hacienda y de Hidrocarburos
en forma conjunta, en representación del
Estado, podrán celebrar con los inversionistas,
previo a la realización de la inversión y al
registro correspondiente convenios de
estabilidad del régimen tributario vigente al
momento de celebrarse el Convenio, por un
plazo no mayor a diez (10) años improrrogable.
Estos Convenios serán aprobados por el
Congreso Nacional.

제63조 (산업화를 촉진을 위한 세금 안정성 합의)
재무부와 탄화수소부는 공동으로 국가를 대표
하여 앞서 투자계약과 협정계약 시 법 제도에
명시된 관련 협정들에 대한 등록을 한 투자자
들과 연장 없는 10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협정은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Artículo 64. (Incentivo a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de Campos Marginales y
Pequeños)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provenientes de campos marginales y
pequeños tendrá un premio según el nivel

제64조 (소가스전 및 한계가스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소가스전 및 한계가스전에서의 탄화수소 생산
은 법령에 따라 생산수준과 탄화수소물의 질에
따라 특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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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producción y la calidad del hidrocarburo,
de acuerdo a Reglamento.

TÍTULO V
DE LOS CONTRATOS PETROLEROS

제5 편
석유계약

CAPÍTULO I

제1 장

CONDICIONES GENERALES

일반조건

Artículo 65. (De los Contratos y Plazos)
Cualquier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pública o privada podrá
celebrar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uno o má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o Asociación
para ejecutar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por un plazo que no excederá
los cuarenta (40) años.

제65조 (계약 및 기간)
개인 혹은 집단, 국가나 외국인, 공적, 사적 기
업의 그 어떤 누구이든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와 탐사 및 채굴에 대한 활동을 위한
공동생산, 운영 및 협의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40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Artículo 66. (Retribución o Participación al
Titular) Una vez iniciada la producción, el
Titular está obligado a entregar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a
totalidad de los hidrocarburos producidos.
Del total producido y entregado a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l
Titular tendrá derecho a una retribución
bajo el Contrato de Operación y a una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en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y Asociación, la misma que estará contemplada
en el Contrato respectivo.

제66조 (계약자의 보수와 지분)
생산이 시작되면 면허권자는 YPFB에 탄화수
소 생산의 총량을 제출해야 한다. 총생산과
YPFB에 제출에 대해 면허권자는 운영계약과
탄화수소 생산 지분과 공동생산과 합작, 계약책
임하에 보상권을 갖는다.

CAPÍTULO II

제2 장

DE LAS CONDICIONES COMUNES A
LOS CONTRATOS DE PRODUCIÓN 공동생산, 운영계약, 합작계약 사항
COMPARTIDA, OPERACIÓN Y ACOICAIÓN
Artículo 67. (Cláusulas Obligatorias de los
Contratos Petroleros)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y Asociación
qu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uscriba con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o privadas, así como sus modificaciones y
enmiendas, deberán ser celebrados mediante

제67조 (석유계약의 필수 사항)
YPFB와 개인, 집단, 국내, 국외인 및 공적⋅
사적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공동생산, 운영계
약, 합작계약은 정부 공증인을 통해 계약되어야
하고, 무효처분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언급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a)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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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itura otorgada ante un Notario de Gobierno
y contener, bajo sanción de nulidad,
Cláusulas referentes a:
a) Antecedentes;
b) Partes del Contrato; Capacidad y Personería;
c) El objeto y plazo;
d) Garantía de cumplimiento del contrato,
de acuerdo a lo establecido en la reglamentación.
En caso de empresas subsidiarias o vinculadas
la garantía será otorgada por la Casa
Matriz. Garantía bancaria de cumplimiento
de Unidades de Trabajo para Exploración
(UTE);
e) Establecerá el área y su ubicación objeto
del Contrato, identificará si se trata de Zona
Tradicional o No Tradicional, señalando el
número de parcelas;
f) Cantidad de Unidades de Trabajo para
Exploración (UTE) comprometidas y su
equivalencia en dinero;
g) La retribución o participación correspondiente
al Titular;
h) Régimen de Patentes, Regalías, Participaciones,
Impuestos y Bonos;
i) Obligación de entregar información técnica,
económica, comercial, estudios de reservorios
mediante modelos matemáticos, otros métodos
y cualquier otra relativa al objeto del
contrato, qu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nsidere relevante;
j) Obligaciones y derechos de las partes,
entre otras, el derecho de comercializar la
producción que pudiera corresponder al
Titular y la obligación de atender la demanda
del mercado interno;
k) Las causales de desvinculación contractual
y régimen de daños y perjuicios por in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pactadas;
l) Régimen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m) De la Cesión, Transferencia y Subrogación
del Contrato,
n) Estipulaciones relativas a la protección y
conservación en el marco de la Ley del

b) 계약의 일부, 능력 및 대리인(법인)
c) 목적과 기간
d)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 완성을
보증. 자회사 및 제휴회사의 경우 YPFB 본사
가 보증한다. 탐사 작업량 이행의 재정 보증
e) 광구번호의 표시를 통해 계약 지역과 위치
확립, 유정 확정지(Zona Tradicional)와 비유
정 확정지(Zona No Tradicional)의 확인
f) 탐사작업량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g) 면허권자에 상응하는 보수와 지분
h) 특허, 로열티, 특별세, 세금 및 연금제도
i) 수학적 모델, 기타 방법 및 계약 대상과 관
련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기술, 경제, 상업,
매장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j)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로 면허권자에게 생
산물에 대한 상업권이 있으며, 국내시장의 요구
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k) 계약된 의무의 불이행은 비연속 계약과 손
해, 손실 제도의 근거
l) 분쟁해결제도
m) 계약의 양도, 이전 및 승계
n) 환경법 내의 보호와 보존 관련 조항
o) 우선적으로 YPFB의 직원 교육과 같은 노
동, 복지, 국내 서비스를 이용
p) 외교적 방법을 통한 모든 이의제기를 포기
q) 볼리비아 내 지사 설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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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o Ambiente.
o) Contratar de manera preferente mano de
obra, bienes y servicios nacionales, así
como para la capacitación del personal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 Renunciar a toda reclamación por vía
diplomática,
q) Domicilio constituido y señalado en
Bolivia.
Artículo 68. (Autorización y Aprobación de
Contratos)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Asociación y sus
modificaciones, deberán ser autorizados y
aprobados, de conformidad a lo dispuesto el
Artículo 59°, atribución 5º,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제68조 (계약 허가 및 승인)
공동생산, 운영계약, 합작계약과 변경은 이 법
제59조와 헌법 3항에 의거하여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ículo 69. (Solución de Controversias)
Las Controversias que se susciten entr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los Titulares o Contratistas, con
motivo de la interpretación, aplicación y
ejecución de los contratos se solucionarán
de conformidad a las normas establecidas
en los Artículos 24°, 135°, 228° y otros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y las
Leyes de la República.

제69조 (분쟁해결)
YPFB와 면허권자 혹은 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헌
법 제24조, 제135조, 제228조 및 공화국법에
명시 된 규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Artículo 70. (Cesión, Transferencia y Subrogación
de Contratos) Quienes suscriban Contratos
de Operación, de Producción Compartida o
de Asociación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no podrán ceder,
transferir ni subrogar, en forma total o parcial,
directa o indirectament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emergentes de los mismos,
salvo acept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aceptará la Cesión, Transferencia y
Subrogación cuando el beneficiario de la
operación tenga la capacidad técnica y

제70조 (계약의 양도, 이전 및 승계)
YPFB와 운영계약, 공동생산 및 합작에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YPFB와 탄화수소부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혹은 부분, 직접 및
간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양도, 이전 및 승계
할 수 없다. YPFB는 운영 수혜자가 계약에 대
한 책임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기술력
과 재정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이 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양도를 승인 및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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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era que le permita cumplir con las
obligaciones establecidas en el respectivo
contrato, con la autorización y aprobación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68° de la
presente Ley.
Artículo 71. (Garantía de Libre Disponibilidad)
Las empresas que suscriban Contratos
Petroleros en virtud de la presente Ley,
gozan de la garantía del Estado de la Libre
Disponibilidad de las Divisas provenientes
de sus ingresos de exportación; asimismo,
se garantiza la libre convertibilidad de sus
ingresos por ventas en el mercado interno.

제71조 (이용가능 잔고 보증)
현 법에 의거하여 석유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수출⋅수입의 통화를 국고에서 교환할 수 있음
을 보장받는다. 이와 동시에 국내시장의 판매
수익의 태환을 보장받는다.

CAPÍTULO III

제3 장

DE LAS CONDICIONES ESEÍFICAS DE
공동생산 계약의 특별조건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Artículo 72.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El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a
ser suscrito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s aquel por el
cual una persona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ejecuta con sus propios medios y
por su exclusiva cuenta y riesgo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
nombre y represent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l Titular en el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tiene una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una vez deducidas regalías, impuestos y
participaciones establecidos en la Ley.
La participación del Titular será establecida
en el contrato respectivo.

제72조 (공동생산 계약)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은 집단, 내국인, 외
국인과 진행할 수 있으며, YPFB를 대신하여
그들의 고유 방법과 탐사 및 채취 활동에서의
위험과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대처한다. 공동생
산 계약의 면허권자는 품질관리 지점(el Punto
de fiscalizacion)의 생산지분을 가지며, 이 법
에 명시된 로열티, 세금 및 특별세가 공제된다.
면허권자의 지분은 관련 계약에 따른다.

Artículo 73. (Amortización de Inversiones)
El organismo administrador y fiscalizador YPFB
en el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tiene una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una
vez que se haya determinado la amortización
que corresponda al Titular por las inversiones
realizadas en desarrollo, producción de

제73조 (투자 상환)
공동생산 계약에서 YPFB의 행정과 예산담당
조직은 생산에 참여하며, 탄화수소의 생산과 개
발 실행의 투자와 로열티와 특별세를 지불하는
면허권자가 책임지는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탄화수소물 획득에 발생하는 비용을 설정하려
면 YPFB의 행정과 예산담당 조직의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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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rocarburos y abandono del campo y por el
pago de regalías y participaciones.
Para establecer los costos incurridos en la
obtención de los hidrocarburos, el organismo
administrador y fiscalizador YPFB efectuará
una auditoria externa y el Titular a este
propósito presentará la información debidamente
respaldada. Con base a los resultados de la
auditoria el organismo administrador y
fiscalizador YPFB reconocerá al Titular las
inversiones realizadas, regalías y participaciones,
y entre partes acordarán un programa de
amortización de las mismas, pagadera con
la producción del campo.

를 실행하고, 면허권자는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YPFB의 행정과
예산담당 조직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권
자의 투자 상황, 로열티 및 특별세와 상환 일
정 및 유정에서 생산물의 지불 부분에 대하여
인지한다.

Artículo 74. (Junta Directiva) Para cada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se
conformará una Junta Directiva compuesta
por las partes del Contrato, para supervisar
y controlar todas las operaciones y acciones
que se ejecuten durante la vigencia del
mismo. Sus atribuciones y forma de representación
serán establecidas por Reglamento aproba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제74조 (공동이사회)
각 공동생산 계약은 계약의 부분으로서 시작과
동시에 모든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동이사회를 건설한다. 공동이
사회의 권능과 대표 형태는 탄화수소부가 승인
한 내규에 의해 이루어진다.

Artículo 75. (Sistema Uniforme de Cuentas
y Valorización de la Producción Neta) El
Titular llevará su contabilidad con base a
un sistema uniforme de cuentas a ser
aprobado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a Producción Neta será certificada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mensualmente para determinar los
costos de producción. La valorización de la
Producción Neta será determinada anualmente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n base a una auditoria, que
determinará los costos de la producción.

제75조 (생산량 견적과 단가의 단일체제)
면허권자는 YPFB가 승인한 단일계좌에 기초
하여 회계를 받아야 한다. YPFB는 생산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달마다 생산망을 확인한다.
YPFB는 결정된 생산가에 따른 내용에 기초하
여 연간 생산망 가치를 결정한다.

Artículo 76. (Pago de Regalías, Participaciones
e Impuesto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el Titular de un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pagarán las
Regalías, Participaciones y los Impuestos en

제76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지불)
YPFB와 공동생산 계약 면허권자는 이 법과
세금법(법령 Nº843)에 의거하여, 상업화 생산
의 참여에 따라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을 지
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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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ción a su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comercializada, según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y los impuestos establecidos
en la Ley Nº 843 (Texto Ordenado).

CAPÍTULO IV

제4 장

DE LAS CONDICIONES ESPECÍFICAS
운영계약에 대한 특별조건
DE LOS CONTRATOS DE OPERACIÓN
Artículo 77. (Contrato de Operación) Contrato
de Operación, es aquel por el cual el Titular
ejecutará con sus propios medios y por su
exclusiva cuenta y riesgo, a nombre y
represent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as operaciones
correspondientes a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ntro del área materia del
contrato, bajo el sistema de retribución,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en caso de ingresar a la actividad de
Explotació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no efectuará inversión alguna y no
asumirá ningún riesgo o responsabilidad en las
inversiones o resultados obtenidos relacionados
al contrato, debiendo ser exclusivamente el
Titular quien aporte la totalidad de los
capitales, instalaciones, equipos, materiales,
personal, tecnología y otros necesarios.

제77조 (운영계약)
운영계약은 면허권자가 YPFB를 대신하여 자
신의 자원과 예외 상황 및 위험에 처할 수 있
으며, 보상제도 아래 계약지역 내의 탐사와 개
발 활동에 해당하는 운영은 이 법에 명시된 내
용을 확정한다. YPFB는 투자하지 않으며, 투
자와 계약과 관련해 얻어지는 결과의 위험과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본, 시설 설치, 장
비, 재료, 인력, 기술 및 기타 필요한 모든 것
들에 대해 지불하는 면허권자는 독점적으로 진
행해야 한다.

Artículo 78. (Retribución del Titula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retribuirá al Titular por los servicios de
operación, con un porcentaje de la producción,
en dinero o en especie. Este pago cubrirá
la totalidad de sus costos de operación y
utilidad.

제78조 (면허에 대한 보상)
YPFB는 현금 혹은 현물로 생산 비율에 대해
운영 서비스를 통하여 면허권자에게 보상한다.
이러한 지불은 운영과 사용에 대한 총 비용에
서 이루어진다.

Artículo 79. (Pago de Regalías, Participaciones
e Impuesto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제79조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지불)
Bolivianos (YPFB) por su parte pagará las
YPFB는 생산에 대하여 상응하는 세금보다 많
Regalías, Impuestos y Participaciones sobre
은 로열티, 세금 및 특별세를 지불한다.
la producción más los impuestos que le
correspondan.
Artículo 80. (Unidad de Seguimiento y Control) 제80조 (모니터 및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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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jecución de todas las operaciones será
supervisada por la Unidad de Seguimiento
y Control integrada por representantes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y del Titular, misma que comenzará
a funcionar tan pronto se suscriba el contrato.
Sus atribuciones y forma de representación
serán establecidas en un Reglamento aproba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모든 운영 실행은 계약이 체결되고 기능이 시
작함과 동시에 YPFB의 관리 및 모니터링 부
서와 면허권자에 의해 감시된다. 대표부의 권능
과 형태는 탄화수소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다.

CAPÍTULO V

제5 장

DE LAS CONDICIONES ESPECÍFICAS
합작계약의 특별조건
DE LOS CONTRATOS DE ASOCIACIÓN
Artículo 81. (Contrato de Asociació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tendrá la opción para asociarse con el Titular
de un Contrato de Operación que hubiese
efectuado un descubrimiento comercial; para
este efecto el Contrato de Operación podrá
prever estipulaciones para ejercitar la opción
de asociarse.
El Contrato de Asociación establecerá la
participación sobre la producción para cada
una de las partes.
La administración y operación de este contrato
estarán bajo la responsabilidad de un Operador
designado por los Asociados.

제81조 (합작계약)
YPFB는 상업적인 발견을 갖고자 했었던 운영
계약 면허권자와의 협력을 위한 옵션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계약은 협력 옵션을 실행
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합작계약은
부분에서 각각의 생산에 대한 지분을 말한다.
본 계약의 관리와 운영은 협력자들에 의해서
기획된 운영의 책임하에 있다.

Artículo 82. (Reembolso de Inversiones) Para
ejercer su opción de asociars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reembolsará al Titular un porcentaje de los
costos directos de Exploración del o los Pozos
que hayan resultado productores, previo
informe de auditoria externa.
La cuota parte de los costos directos de
Exploración correspondiente a su participación
será reembolsada p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al Titular o
Asociado, en dinero o con parte de la
producción que le corresponda.
YPFB asume los beneficios y riesgos
derivados de las operaciones que realiza la
Asociación en función proporcional a su

제82조 (투자 반환)
협력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YPFB는 면허권
자에게 생산이 가능한 유정에서 직접탐사 비용
에서 일부 비율을 반환한다. 지분에 따른 직접
탐사 비용의 일부 할부 부분은 YPFB에 의해
현찰 혹은 관련 생산 부분에 대하여 면허권자
혹은 협력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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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ción a partir de la suscripción del
contrato.
Artículo 83. (Unidad Ejecutiva de Seguimiento
y Control) Para cada Contrato de Asociación
se conformará una Unidad Ejecutiva de
Seguimiento y Control, para supervisar,
controlar y aprobar todas las operaciones y
acciones que se ejecuten durante la vigencia
del contrato. Las atribuciones y forma de
represent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erán establecidas
en un Reglamento aproba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제83조 (모니터 및 관리 행정부)
각각의 합작계약은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
든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감시, 관리, 승인을
위해 모니터 및 관리 행정부가 확인한다.
YPFB의 대리인의 권능과 형태는 탄화수소부
가 승인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Artículo 84. (Distribución de la Participación
y Pago de Impuestos y Regalías) El
Operador distribuirá a los asociados su
participación neta después del pago de
Regalías y Participaciones.
El Operador queda obligado a pagar las
Regalías, Participaciones e Impuesto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y los Impuestos del
Régimen General establecidos en la Ley Nº
843 (Texto Ordenado).

제84조 (특별세의 분배, 세금 지불 및 로열티)
운영자는 로열티와 특별세를 지불한 후에 지분
망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분배한다. 운영자는 이
법과 세금법(법령 Nº 843)에 명시된 일반 조세
제도에 따라 로열티, 특별세 및 세금 지불에
대한 의무는 지속된다.

TÍTULO VI

제6 편

COMERCIALIZACIÓN DE LA PRODUCCIÓN
DE CAMPO DE PRODUCTOS REFINADOS
E INDUSTRIALIZADOS, TRANSPORTE
정제물의 상업화와 천연가스 수송 및 분배
DE HIDROCARBUROS POR DUCTOS,
REFINACIÓN, ALMACENAJE Y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CAPÍTULO I

제1 장

COMERCIALIZACIÓN DE LA PRODUCCIÓN
정제물의 상업화
DE CAMPO
Artículo 85. (Autorizaciones de Exportación
de Hidrocarburos) La exportación de Gas
Natural, Petróleo Crudo, Condensado, Gasolina
Natural, GLP y excedentes de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será autorizada por
el Regulador sobre la base de una
certificación de existencia de excedentes a
la demanda nacional expedida por el Comité

제85조 (탄화수소 수출 인가)
천연가스, 원유, 농축유, 천연 가솔린, 액화석유
가스 및 잉여 석유 정제물의 채굴은 생산과 수
요 위원회에서 요청한 국내수요 초과에 대한
내용에 기초하여 규제청에 의해 승인되며, 세금
지불, 가격과 법적 수용 범위에서 수송 된 용
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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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Producción y Demanda, verificación del
pago de impuestos e información sobre
precios y facilidades de transporte en el
marco de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Artículo 86.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Agregador y Vendedor
en la Exportación de Gas Natural)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erá
el Agregador y/o Vendedor para toda
exportación de Gas Natural que se haga
desde el territorio boliviano, asignando los
volúmenes requeridos a las empresas productoras,
de acuerdo a lo siguiente:
a) La asignación de volúmenes para contratos
existentes de exportación, se hará conforme
a las normas de la presente Ley.
b) Las Empresas Productoras que obtengan
mercados de exportación de Gas Natural
por negociación directa, establecerán con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la asignación de volúmenes correspondientes
para la agregación.
c) Cuando la exportación de Gas Natural
sea consecuencia directa de convenios entre
el Estado Boliviano, otros Estados o Empresa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revia invitación a los Titulares
legalmente establecidos en el país, asignará
los volúmenes requeridos para la exportación
sobre la base de los lineamientos de la
Planificación de Política Petrolera.
d) Para cubrir los costos de Agregador,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por toda exportación que realice
como Agregador, emitirá a cada productor
una factura por servicios de agregación por
un monto equivalente al medio por ciento
(0.5%) del monto bruto facturado en el
punto de entrega al comprador, excluyendo
el costo del transporte, y en la proporción
que le corresponda a cada productor.

제86조 (YPFB - 천연가스 수출 중개 및 판매
자)
YPFB는 볼리비아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천연
가스의 모든 수출의 중개자이자 판매자이다. 다
음의 합의에 따라 생산 기업에 필요한 양을 할
당한다.
a) 수출계약을 위한 할당량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b) 직접협상을 통해 천연가스 수출시장을 획
득한 생산기업은 YPFB와 집합에 해당하는 할
당량을 지정한다.
c) 천연가스를 수출이 볼리비아 국가, 타 국
가 혹은 기업, YPFB와의 직접협정의 결과일
경우 석유정책계획 지침에 기초하여 필요량을
할당한다.
d) 중개비용을 설정하기 위해 모든 수출에 대
해 YPFB는 각 생산자에게 수송비를 제외하고
구입자에게 제출되는 시점과 각 생산자에 해당
하는 비율에서 고지되는 총 가격의 0.5%의 해
당하는 금액을 중개 서비스 비용으로 영수증을
발송한다.

Artículo 87. (Precio del Gas Natural) El precio 제87조 (천연가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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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exportación del Gas Natural podrá
enmarcarse en los precios de competencia
gas líquido donde no exista consumo de
gas y gas-gas en los mercados donde exista
consumo de gas.
En ningún caso los precios del mercado
interno para el Gas Natural podrán sobrepasar
el cincuenta por ciento (50%) del precio
mínimo del contrato de exportación.
El Precio del Gas Natural Rico de
exportación podrá estar compuesto por el
Gas Natural Despojado y su contenido de
licuables. El Gas Natural Despojado tendrá
un contenido máximo de uno y medio por
ciento (1.5%) molar de dióxido de carbono,
medio por ciento (0.5%) molar de nitrógeno
y un poder calorífico superior en Base Seca
máximo de mil (1.000) BTU por pie cúbico.
Para establecer las características del Gas
Natural Despojado de Exportación se aplicará
al Gas Natural Rico de exportación los
rendimientos de separación de licuables de
una planta de turbo-expansión.

천연가스의 수출가격은 가스 소비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가스와 가스 소비가 존재하기 않는
곳에서의 액화가스의 경쟁가격을 통해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천연가스의
국내 시장가격은 수출 계약의 최소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천연가스 원유(el Gas Natural
Rico) 수출가격은 기타 물질을 추출한 후의 천
연가스(el Gas Natural Despojado)와 파생된
기타 물질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추출 후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 최대 1.5%와 질소
0.5% 및 입방 피트 당 최대 1,000BTU의 기
준에서 최고 열량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추출
후 천연가스의 기준을 위해 수출 천연가스에
확장 터보 공정에서 액화 분류작업의 효율을
적용한다.

Artículo 88. (Prohibiciones) Queda prohibida
la Exportación de Hidrocarburos a través de
Ductos Menores o Líneas Laterales o Ramales
excepto para proyectos de desarrollo fronterizo
autorizados por Ley.

제88조 (금지조항)
이 법에서 승인한 국경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하
고는 소가스관, 방계라인 및 샛길을 통한 탄화
수소 수출을 금지한다.

CAPÍTULO II

제2 장

COMERCIALIZACIÓN EN EL MERCADO
국내시장의 상업화
INTERNO
Artículo 89. (Precios de los Hidrocarburos)
El Regulador fijará para el mercado interno,
los precios máximos, en moneda nacional,
y los respectivos parámetros de actualización,
de acuerdo a Reglamento, para los siguientes
productos:
a) Petróleo Crudo y GLP, tomando como
referencia la Paridad de Exportación del
producto de referencia.
b) Productos Regulados, tomando como
referencia los precios de la materia prima

제89조 (탄화수소 가격)
규제청은 국내시장을 위해 최고가를 볼리비아
화폐로 고정하고, 다음의 생산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갱신되는 최근 기준으로 적용한다.
a) 원유, LPG: 생산 수출 시세에 따라 책정
b) 규정 생산물: 앞서 a) 조항에서 나타낸 우
선 물질의 가격에 따라 책정
c) 중요 규정 생산물: 수입 시세에 따라 책정
d) 천연가스: 계약 가격과 시장 기회를 고려
하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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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ñalados en el inciso a) precedente.
c) Para los productos regulados importados,
se fijarán tomando como referencia la Paridad
de Importación.
d) Gas Natural, considerando los precios de
contratos existentes y de oportunidad de
mercado.
Artículo 90. (Normas de Competencia de los
Mercados)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regulará la competencia por y en los
mercados de Actividades Petroleras, con
base al Título V de la Ley del Sistema de
Regulación Sectorial (SIRESE), Nº 1600 de
28 de Octubre de 1994, a la que se
complementará con la siguiente normativa:
El Ente Regulador no permitirá concentraciones
económicas que limiten, perjudiquen la
competencia y que den como resultado
posiciones de dominio en el mercado. El
procedimiento, así como los indicadores a
ser utilizados para determinar las concentraciones
en el mercado, será debidamente establecido
de acuerdo a Reglamento.
De la Regulación:
a) La Regulación buscará, donde sea posible,
que los mercados se desarrollen bajo estructuras
competitivas para alcanzar eficiencia económica.
b) En los casos de monopolios, en las
excepciones expresamente autorizadas y en
los mercados donde no funcionen estructuras
competitivas, se regulará simulando la
competencia. Las disposiciones de competencia
establecidas en el presente Artículo serán
aplicadas a las actividades antes señaladas,
observando las características del servicio y
del consumo.
c) El Regulador tomará las acciones necesarias
para la salvaguarda de la competencia, entendiéndose
como el conjunto de las acciones dirigidas a
la promoción, protección y eliminación de
las barreras injustificadas a la competencia.
Asimismo, ejercerá prevención y/o sanción
cuando no exista el acceso a bienes y servicios

제90조 (시장경쟁 규정)
탄화수소 감독부는 부문 규제 시스템 법(1994
년 10월 28일 법령 Nº 1600로 제정된)의 제5
장에 기초하여 석유활동 시장에서 경쟁을 규제
한다.
규제청은 경쟁을 제한하고 해를 끼치며 시장에
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게 하는 경제적 집중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장의 집중을 결정할 수 있
는 지표들과 같은 과정은 규정을 설정한다.
규제에 대하여:
a) 규정은 효율적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
구조하에서 개발 시장이 가능한 곳을 찾는다.
b) 독점의 경우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 및
경쟁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경쟁
이 시뮬레이션 된다. 이 법에 명시된 경쟁 규
정은 표시되기 전 활동에 적용되며, 서비스와
소비 특징이 관측된다.
c) 규제청은 경쟁을 지키기 위해 경쟁의 증진,
보호 및 정의롭지 못한 장벽의 삭제를 위한 행
동으로 이해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지
및 서비스의 접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방지 및
처벌할 수 있다.
d) 석유활동이 결정된 회사들은 매년 탄화수
소 감독부에 관련된 주식 및 연관 회사, 회사
결정 및 관리와 관련한 직원, 주주들에 대하여
공문서로 이루어진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시장에 대하여:
a)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립의 원
칙 아래 공정하고, 동등하며, 동일한 정보 이용
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활동에 대한 권리를 갖
는다. 동시에 기업들은 규제청에 경쟁을 위반하
는 행위 및 잠재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43

부록 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

que deben ser presentados en condiciones
de competencia en los mercados.
d) Las empresas dedicadas a las actividades
petroleras, deberán informar anualmente a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sobre sus
accionistas relevantes, empresas vinculadas
y socios o accionistas vinculados que ejerzan
control y decisión en la empresa, información
con la que se constituirá un archivo público.
Del Mercado:
a) Las empresas que participan del Mercado
Relevante tendrán derecho al ejercicio de la
actividad en competencia, a un trato justo,
en condiciones equitativas o equivalentes con
acceso a información disponible, bajo el
principio de neutralidad. Asimismo, tendrán
el derecho de reclamar o informar al Regulador
sobre hechos potenciales o acciones conocidas
que vulneren la competencia.
b) Están prohibidos los actos y conductas
cuyo resultado sea limitar, restringir, falsear
o distorsionar la competencia, concentrar o
manipular precios o calidad, obtener ventajas
legítimas, limitar acceso al mercado o que
constituya abuso de una posición dominante
en un mercado y otros actos similares, de
modo que pueda causar perjuicio al interés
económico particular, general o para el
consumidor o usuario.
c) Sin perjuicio de la acción que corresponda
ante la justicia ordinaria, el Superintendente
de Hidrocarburos condenará al infractor al
pago de una sanción establecida en Reglamento
y definirá las pautas de conducta que
deberá observar en el futuro. En caso de
reincidencia o de acuerdo a la gravedad de
los hechos, podrá disponer la revocatoria de
la licencia o concesión del infractor, la
desagregación de su empresa o determinar
la actividad que podrá ejercer en el futuro.
De los Derechos del Consumidor:
a) El Regulador y las Empresas Concesionarias
y Licenciatarias informarán, con relación a

b) 제한하고, 위조하며, 경쟁을 왜곡시키고,
가격 혹은 품질을 조작하거나, 법적 이익을 얻
기 위해 시장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
동 및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 및 이용자에게
고유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시장에서 독점지위에 대한 남용 및 유
사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한다.
c) 탄화수소 감독부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손
해 행위가 없이도 규정에 명시된 벌금을 지불
할 수 있고, 향후 행위에 대한 관측을 진행한
다. 상습적인 경우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라
이선스 혹은 독점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a) 규제청, 양도기업들 및 라이선서들은 시장
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
와 이용자가 구입과 서비스 접근에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및 기회 정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알려야 한다.
b) 소비자 및 이용자는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
의 품질, 수량, 가격, 안전, 기회의 결함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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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bienes y los servicios que ofrecen en
los mercados, para que el consumidor o
usuario tome su decisión de comprar o
acceder al servicio en forma libre con base
a información de precio, calidad y oportunidad.
b) El consumidor o usuario tiene derecho a
la reparación de los daños por los bienes o
servicios adquiridos o contratados que
presenten deficiencias, que no cumplan las
condiciones de calidad, cantidad, precio,
seguridad y oportunidad, entre otros establecidos
para el producto o el servicio.

CAPÍTULO III

제3 장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가스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
DUCTOS
Artículo 91. (Concesiones d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y Acceso Abierto) Las Concesiones
del Transporte por ductos serán otorgadas
por el Regulador, previo el cumplimiento
de requisitos legales, técnicos y económicos
a solicitud de parte o mediante licitación
pública, conforme a Reglamento.
La actividad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se rige por el Principio de
Libre Acceso en virtud del cual toda
persona tiene derecho, sin discriminación de
acceder a un ducto. Para fines de esta
operación, se presume que siempre existe
disponibilidad de capacidad, mientras el
concesionario no demuestre lo contrario
ante el Ente Regulador.
El Concesionario destinará un mínimo del
quince por ciento (15%) de la capacidad de
transporte para otros usuarios que utilicen
el Gas en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en
territorio nacional.
Vencido el plazo de una concesión para el
transporte por ductos, o en caso de revocatoria
o caducidad, se licitará la concesión para
adjudicarla a un nuevo concesionario.
A lo largo de la longitud de los gasoductos
existentes y en base al Censo Nacional y

제91조 (탄화수소 수송 승인 및 개방)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의 허가는 규제청이 담
당한다. 법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파이
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의 수송활동은 권리를
갖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자유로
운 접근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을 완수
하기 위해 양도인(El Concesionario)과 규제청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량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양도인은 국토 내 가스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이용자를 위해
수송량의 최소 15%를 담당한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송의 계약 기간에 대하여 취소 및 만료의
경우 신규 양도인을 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한
다. 기존 가스관의 길이,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이 가스관이 영향을 주는 지역과 인구 2,000명
이상의 마을과 가까운 경우에는 국내 소비와
에너지 발전 및 소형 산업을 위해 기존 기술과
이러한 작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
업들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측면 연결통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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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ndo en cuenta el área de influencia de
estos gasoductos y la cercanía a las poblaciones
con más de dos mil habitantes, se deberán
habilitar conexiones laterales de proceso
(hot tap) que abastezcan a estas poblaciones,
para consumo doméstico, generación de energía
y pequeña industria, considerando que existe
la tecnología y empresas nacionales que
pueden efectuar estas operaciones.
Artículo 92. (Aprobación de Tarifas de
Transporte por Ductos) Las Tarifas para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deberán ser aprobadas por el Ente Regulador
conforme a Decreto Reglamentario y bajo
los siguientes principios:
a) Asegurar el costo más bajo a los usuarios,
precautelando la seguridad y continuidad del
servicio a través de la expansión de los
sistemas de transporte, en el territorio nacional.
b) Permitir a los concesionarios, bajo una
administración racional, prudente y eficiente,
percibir los ingresos suficientes para cubrir
todos sus costos operatiṿos e impuestos,
depreciaciones y costos financieros y obtener
un rendimiento adecuado y razonable sobre
su patrimonio neto. No se considerará dentro
de la cobertura de costos a las retenciones
por remesas al exterior del 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c) Asegurar eficiencia de las operaciones y
optimizar las inversiones y costos de los
concesionarios.
Las economías de escala que generan los
ductos de exportación deben beneficiar las
tarifas internas de Transporte por Ductos.
Artículo 93. (Expansiones de las Instalaciones
de Transporte) Con el objeto de incentivar
y proteger el consumo en el mercado interno,
el Ente Regulador en base al análisis de la
demanda real, y las proyecciones de la
demanda, dispondrá que el concesionario
amplíe la capacidad hasta un nivel que

제92조 (수송비 승인)
파이프라인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비용은 행정
명령을 통해 공포되고, 다음의 원칙들에 따라
규제청에 의해 승인된다.
a) 사용자들에게 국토 내의 수송 시스템의 확
장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을 위해 더
낮은 비용을 제시한다.
b) 양도인(El Concesionario)에게 합리적이고
현명하며 효율적인 관리 아래,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과 세금, 재정비용,
주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이익의 획득을
인정한다. 법인세에 대하여 회사 이익에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세금 비용 범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c)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투자와 양도 비용
에 대하여 최적화한다.

수출관을 이용하는 경제규모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국내 수송의 세금에 이익을 얻는다.

제93조 (수송 설비의 확장)
국내시장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제청은 실제 수요 분석을 토대로 규정을 통
해 세워진 반환율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과 양
도인(El Concesionario)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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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gure la continuidad del servicio, considerando
la tasa de retorno establecida mediante
Reglamento.
Artículo 94. (Nuevos Proyectos y Operaciones)
Cuando se otorgue concesiones de transporte,
se cuidará que las tarifas no se encarezcan
por Nuevos Proyectos y Operaciones. En el
caso que se determine que un nuevo proyecto
u operación cause perjuicios al sistema
existente, se establecerá las compensaciones
que ese nuevo concesionario deba pagar al
sistema.
Artículo 95. (Prohibiciones para el Transporte)
Los concesionarios o licenciatarios para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no
podrán, bajo pena de caducidad de su
concesión:
a) Ser concesionarios ni participar en concesiones
para la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b) Ser compradores y vendedores de hidrocarburos,
salvo las excepcione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c) Participar como accionista en empresas
generadoras de electricidad o ser licenciataria
de tal actividad.
Artículo 96. (Excepciones para Proyectos
Específicos) Se exceptúan las prohibiciones
del Artículo precedente, previa evaluación:
a) Los proyectos que correspondan a sistemas
aislados, que no puedan interconectarse al
Sistema de Transporte.
b) Los proyectos que no sean económicamente
factibles sin integración vertical.
c) Los proyectos que desarrollen nuevos
mercados internacionales y domésticos de
hidrocarburos y de nuevas rede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en el territorio nacional.
En estos casos, los concesionarios deberán
llevar una contabilidad separada para sus
actividades de transporte.

제94조 (신규 프로젝트와 운영)
수송 허가를 받으면 신규 프로젝트와 운영에 따
른 세금에 저촉받지 않는다. 신규 프로젝트와 운
영으로 결정되어 기존의 체제에 손해를 끼칠 경
우 신규 양도가 지불한 것에 대해 보상해 준다.

제95조 (수송 관련 금지 조항)
파이프라인을 통해 탄화수소 수송을 양도받은
자들과 라이선서들은 허가 소멸의 제재 아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네트워크를 통한 천연가스의 분배를 위한
양도계약에 참여하거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b) 이 법에 명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화수소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될 수 없다.
c) 전력발전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6조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 조항)
앞선 조항의 금지에 대해 예외로 한다.
a) 수송 시스템의 상호교류가 불가능한 고립
된 체제에 관련한 프로젝트
b) 수직적 통합 없이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
지 않는 프로젝트
c) 탄화수소물의 신규 국제⋅국내 시장을 개
발하고 국토 내에 천연가스 분배 신규망을 설
치하는 프로젝트
이러한 경우 양도인(El Concesionario)은 수송
활동에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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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97. (Tarifas de Transporte) Las
Tarifas de Transporte en territorio nacional,
estarán fundamentadas en una de las
siguientes metodologías:
a) Mercado interno y mercado de exportación
se aplicará la Tarifa Estampilla única o
Diferenciada para el mercado interno y
externo, de acuerdo a los intereses del país.
b) Proyectos de interés nacional, certificados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o nuevos
proyectos en los mercados interno y de
exportación, en cuyo caso podrán aplicarse
tarifas increméntales.

제97조 (수송비)
국내의 수송세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이루어진다.
a) 국내 및 수출 시장은 국가의 이익에 따라
단일 또는 차등의 인지세 요금을 적용한다.
b) 국가이익 프로젝트, 탄화수소부가 승인한
프로젝트,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의 신규 프로젝
트의 경우 증가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CAPÍTULO IV
REFINACIÓN E INDUSTRIALIZACIÓN

제4 장
정제 및 산업화

Artículo 98. (Industrialización) Se declara de 제98조 (산업화)
necesidad y prioridad nacional la Industrialización 볼리비아 영토 내의 탄화수소 산업화를 국가의
de los Hidrocarburos en territorio boliviano. 필요와 소유로 선언한다.
Artículo 99. (Concesión de Licencia) Para
la actividad de refinación de hidrocarburos
se otorgará la licencia administrativa, previo
el cumplimiento de requisitos legales, técnicos,
económicos y administrativos, los que
estarán detallados en la norma reglamentaria. El
concesionario deberá cumplir con la Ley
Forestal, Ley de Municipalidades, Ley de
Riego, Ley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Normas de Seguridad y Medio
Ambiente en los procesos de industrialización,
refinación y almacenaje.
Artículo 100. (Márgenes de Refinación) Para
la actividad de Refinación, se determinarán
por el Ente Regulador los Márgenes para
los Productos Refinados, utilizando métodos
analíticos, conforme a Reglamento y bajo
los siguientes criterios:
a) Asegurar la continuidad del servicio.
Garantizar el abastecimiento de los productos
en volumen y calidad, bajo el principio de
eficiencia económica.
b) Permitir a los operadores, bajo una
administración racional, prudente y eficiente,

제99조 (라이선스 승인)
탄화수소 정제활동을 위해 규정에 자세하게 나
와 있는 법적⋅기술적⋅경제적⋅행정적 요구를
완성한 후 관리 라이선스를 허가받아야 한다.
양도인(El Concesionario)은 산림법, 지자체법,
위험관련법, 식수 및 기초 위생법 및 산업화,
정제 및 보관에 따르는 환경과 안보 규칙을 준
수해야 한다.

제100조 (정제 수익)
정제활동에서 규제청에 의한 정제 생산품의 이
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통
해 결정된다:
a)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양질의 생산품 공급 보장
b)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효율적인 관리 아래
작업자들에게 허가하며, 해외 수익의 양도에 대
한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감가상각, 투자, 금융 비용 및 세금 등 충
분한 수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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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ibir los ingresos suficientes para cubrir
todos sus costos operativos, depreciaciones,
inversiones, costos financieros e impuestos
con excepción del Impuesto a la Remisión
c) 에너지 안보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 장치
de Utilidades al Exterior (IRUE) y obtener
및 서비스의 확장을 장려
un rendimiento adecuado y razonable.
c) Incentivar la expansión de las unidades
de proceso y de servicios para garantizar la
seguridad energética.
Artículo 101. (Normas de las Empresas que
Industrialicen Hidrocarburos) Las Empresas
que industrialicen hidrocarburos, podrán
construir y operar los Ductos dedicados
para el transporte de los hidrocarburos a ser
utilizados como materia prima para su producción.
Estas instalaciones no contemplan tarifa, ni
están sujetas a libre acceso, dichas industrias
no podrán participar en cogeneración de
electricidad salvo autorización expresa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para sistemas
aislados con carácter social.
Artículo 102. (Incentivos para la Industrialización)
Las empresas interesadas en instalar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Natural en
Bolivia, en el marco de la política del Estado,
deberán presentar los estudios de factibilidad
para que el Poder Ejecutivo efectúe un
análisis de costo beneficio del proyecto de
manera de identificar el impacto social,
económico y político, en estos casos podrán
tener los siguientes incentivos:
a) Liberación del pago de aranceles e
impuestos a la internación de los equipos,
materiales y otros insumos que se requieran
para la instalación de la planta o complejo
industrial;
b) Los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que se localicen en Municipios Productores,
pagarán la Tarifa Incremental. Los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 Gas que se localicen
en Municipios No Productores, pagarán la
Tarifa de Estampilla de Transporte;

제101조 (탄화수소 산업 기업에 대한 규정)
탄화수소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생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화수소 수송을 위해 사용
되는 관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설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유로운 접근도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산업은 사회적으로 고립
된 형태에 대해서 탄화수소부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병합 발전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2조 (산업화 특혜)
볼리비아 천연가스 산업 프로젝트 설정에 관심
이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갖는
경우들에 대해 행정부가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비용 편
의 분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연구를 제
출해야 한다.
a) 세금 및 국제 장비, 물집, 플랜트 및 산업
에 필요한 기타 소비품의 관세 지불에서 예외
b) 생산 지자체에 위치한 가스산업 프로젝트
들은 증가된 세금을 지불하고, 생산 지자체에
위치하지 않은 가스산업 프로젝트들은 수송인
지세를 지불
c) 작업 시작일로부터 계산하여 8년이 되고
같은 기간에 감가상각 제도인 경우 세금 면제

행정당국은 법인, 라이선스, 양도인(El Concesionario),
허가 및 볼리비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한 산업 기업들의 사무절차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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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beración del Impuesto sobre utilidades
por ocho (8) años computables a partir del
inicio de operaciones, unido a un régimen
de depreciación por el mismo periodo.
Las autoridades administrativas impulsarán
de oficio los trámites de las empresas
industriales para la obtención de personalidad
jurídica, licencias, concesiones, permisos y
otros requeridos para establecerse y operar
legalmente en Bolivia.

CAPÍTULO V

제5 장

ALMACENAJE

저장

Artículo 103. (Plantas de Almacenaje) Para
ejercer la actividad de Almacenaje de combustibles
líquidos y gaseosos, se otorgará por el Ente
Regulador autorizaciones y licencias de
construcción y operación para Plantas de
Almacenaje a empresas legalmente establecidas,
previo cumplimiento de requisitos legales,
económicos, técnicos y de seguridad industrial
y ambiental.
Los márgenes máximos percibidos por almacenaje
se determinarán en base a criterios de
eficiencia técnica y económica.
Las empresas dedicadas a esta actividad
asumen la responsabilidad sobre la recepción,
almacenamiento, calidad y despacho de los
hidrocarburos, para cuyo efecto deberán
adoptar las medidas de seguridad necesarias.

제103조 (저장 플랜트)
액화연료와 가스의 저장활동을 실행하고자 할
때 법적⋅경제적⋅기술적 산업안보 및 환경 요
구조건을 충족시킨 후, 법인설립 기업에 대한
권한과 저장 플랜트의 운영과 건설 라이선스는
규제청에서 담당한다. 저장활동으로 얻은 최대
이윤은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 탄화수소물의 수령, 저장,
품질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CAPÍTULO VI

제6 장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천연가스의 분배
REDES
Artículo 104. (Licitación de las Concesione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Las
Concesiones para el servicio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se otorgarán
previa licitación pública convocada por la
autoridad competente, a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o privadas, que demuestren capacidad técnica
y financiera, cumplan las normas de

제104조 (천연가스 분배권 경매)
망을 통한 천연가스 분배 서비스에 대한 양도
는 관할기관의 공경매를 통해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고 기본 법의 규정과 지역발전, 안전,
환경보호를 완수하는 개인, 집단, 내국인, 외국
인, 공기업, 사기업에게 허용된다. 천연가스 분
배 서비스 입찰 전에 시정부와 담당 도시센터
및 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모든 관련 업
무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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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rrollo municipal, de seguridad, de
protec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quisitos
que se establezcan mediante Reglamento en
el marco de la presente Ley.
Antes de licitar el servicio de distribución,
se coordinará con los Gobiernos Municipales,
los planes reguladores de los respectivos
centros urbanos y todos aquellos asuntos
que tengan que ver con las competencias
de los municipios.
Artículo 105. (Reglamentación Tarifaria) El
Poder Ejecutivo reglamentará la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en un plazo
máximo de cuarenta (40) días a partir de la
promulgación de la presente Ley. Este
Reglamento contendrá una metodología tarifaria
y el procedimiento para otorgar concesiones;
asimismo, las obligaciones referidas a los
compromisos de inversión y planes de
expansión y los derechos de los concesionarios.

제105조 (비용 규정)
행정부는 망을 통한 천연가스 배분에 대하여
최대 40일 기간을 둔다. 이 규정은 양도 허용
에 대한 관세 방법론과 절차와 투자 약속, 확장
계획에 대한 의무들과 양도인(El Concesionario)
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Artículo 106. (Obligaciones del área de
Concesión) Los Concesionario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tendrán el
derecho exclusivo de proveer Gas Natural a
todos los consumidores del área geográfica
de su concesión, con excepción de las
Plantas Generadoras Termoeléctricas, las
Refinerías y los Proyectos de Industrialización
del Gas Natural.
El Concesionario se obliga a dar continuidad
en el servicio a todo consumidor, dentro de
su zona de concesión y a satisfacer toda la
demanda de Gas Natural en la indicada
zona de acuerdo a un plan de expansión de
las redes. Al efecto, cuando no sea productor
deberá tener contratos vigentes en firme
con empresas productoras, que garanticen el
suministro y los productores suscribirán contratos
de obligación de suministro. El cumplimiento
del plan de expansión de redes establecidas
con el concesionario, será evaluado cada
dos (2) años, cuya evaluación determinará
las acciones correctivas de la zona de

제106조 (입찰지역의 의무)
망을 통한 천연가스 배분의 양도인(El Concesionario)
들은 열전기 발전소, 정유공장 및 프로젝트 천
연가스 산업화를 제외하고, 입찰지역에 있는 모
든 소비자들에게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독점적
인 권리를 갖는다. 양도인은 입찰지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
무가 있고, 망의 확장 계획에 따른 지역의 모
든 천연가스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앞서 말했
듯이, 생산되지 않을 때는 공급을 보증하는 생
산 기업들과 계약을 해야 하며, 생산자들은 공
급 의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인과 건설
망의 확장 계획 완성, 양도받은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양도인은 개발 프로그램 안에서 이러한 확장
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자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천연
가스 차량의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사이에 수
직적인 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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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ión.
El Concesionario deberá expandir el servicio
en áreas económicamente deprimidas con sus
propios recursos, incluyendo estas expansiones
en su programa de desarrollo. No existirá
relación vertical entre el distribuidor mayorista
y el minorista de Gas Natural Vehicular
(GNV).
Artículo 107. (Política de Expansión de las
Rede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El
Ente Regulador, con carácter previo a la
licitación de áreas de concesión, invitará a
la empresa operadora YPFB para que, por
sí o en asociación con carácter prioritario y
de manera directa, se adjudique la zona de
concesión, cumpliendo con todos los
requisitos y obligaciones que demanda la
presente Ley. Cuando la empresa operadora
YPFB en el plazo que fij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no cumpla con los
requisitos técnicos, legales y económicos,
licitará la concesión.

제107조 (천연가스 분배 네트워크의 확장 정
책)
규제청은 입찰지역의 경매에 대하여 입찰지역
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구사
항과 의무를 완성하고, 혼자 혹은 합작을 통해
우선 및 직접투자의 운영회사 YPFB에 우선한
다. 운영회사 YPFB의 탄화수소 감독관이 정한
기간 안에 기술적⋅법적⋅경제적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하면 양도 입찰이 진행된다.

Artículo 108. (Tarifa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Las Tarifas para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serán aprobadas
conforme a los principi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89° de la presente Ley, en lo que
fuera aplicable.
Las Tarifa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para su aplicación a la zona de
concesión deberán contemplar subsidios a
ser otorgados a los consumidores de menores
ingresos, conforme a una clasificación por
consumo destina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De igual manera, se deberán contemplar
subsidios a ser otorgados a la pequeña industria,
salud pública, asilos, orfelinatos, educación
fiscal, electrificación rural, abastecimiento
de Gas Natural al área rural de acuerdo al
impacto social de estas actividades, al

제108조 (네트워크를 통한 천연가스 분배 세
금)
망을 통한 천연가스의 배분에 대해 세금을 적
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 법 제89조의
원칙을 적용한다. 망을 통한 천연가스 배분의
세금은 입찰지역에 적용하고, 탄화수소부가 지
정한 소비등급에 따라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보
조금으로 제공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
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보건, 요양원, 고아원,
교육기관, 농촌 전력 시스템, 농촌지역으로 천
연가스 공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등급에 따라 관광과 천연가스 자동차에도
제공한다. 천연가스 소비가 많은 산업은 생산자
와 경제적 원리에 기초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
는 세금이 적용된다. 천연가스 분배 담당 기업
들은 이 법 제105조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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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ismo y al Gas Natural Vehicular (GNV),
de acuerdo a una clasificación por consumo.
La Industria clasificada como gran consumidor
de Gas Natural, tendrá tarifas basadas en
principios económicos pudiendo negociar
precios menores con los productores, pasando
los beneficios a los consumidores finales.
Las actuales empresas de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se adecuarán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05° de la presente Ley.

CAPÍTULO VII

제7 장

DISPOSICIONES COMUNES PARA LOS
SERVICIOS PÚBLICOS DEL SECTOR DE 탄화수소 부문의 공공서비스 원칙
HIDROCARBUROS
Artículo 109. (Concesiones, Licencias y
Autorizaciones) Las Concesiones para la
ejecución de las actividades de Refinación,
Transporte y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serán otorgadas por el Ente
Regulador a nombre del Estado, por periodos
máximos de treinta (30) años, previo el
cumplimiento de requisitos legales, técnicos,
económicos y del medio ambiente, mediante
licitación pública.
Las Licencias y Autorizaciones para la
ejecución de las actividades de Industrialización,
Almacenaje y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Regulados a minoristas, serán otorgadas a
solicitud de parte, previo el cumplimiento
de requisitos legales, técnicos, económicos
y del medio ambiente.
Para la correct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públicos y cuando sea necesario, los Concesionarios
o Licenciatarios deberán presentar garantías
bancarias para el cumplimiento de inversiones
u obligaciones, considerando la naturaleza y
particularidad del servicio.

제109조 (승인, 라이선스, 인가)
최대 30년까지 정제, 수송 및 망을 통한 천연
가스의 분배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양도인들은
법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 요구조건을 완
성하고, 공공입찰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규
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매 생산
규제에 따르는 산업, 저장 및 상업 활동을 실
행하는 라이선서 및 담당자들은 법적⋅기술적
⋅경제적⋅환경적 요구조건을 완성하면 요청에
따라 허용받을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
출이 필요할 때, 양도인들과 라이선서들은 서비
스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 혹은 부
채 완료에 대한 은행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Artículo 110. (Revocatoria y Caducidad) El
Ente Regulador podrá revocar o declarar la
caducidad de las Concesiones, Licencias y
Autorizaciones, en proceso administrativo a

제110조 (해지 및 소멸)
규제청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행정 절
차에서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을 다음과 같은
이유와 이 법과 해당 규칙에 따라 해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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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empresas prestadoras del servicio, por
las siguientes causales y con sujeción a la presente
Ley y normas legales correspondientes:
a) No inicie, complete obras o instalaciones,
ni efectúe las inversiones comprometidas en
los plazos y condiciones establecidas en su
Concesión, Licencia o Autorización, salvo
imposibilidad sobrevenida debidamente comprobada
por el Ente Regulador.
b) Modifique el objeto de la Concesión,
Licencia o Autorización o incumpla con las
obligaciones establecidas por las mismas.
c) Incumpla la presente Ley, las normas
reglamentarias y los contratos correspondientes
y no corrija su conducta luego de haber
recibido notificación expresa para que lo
haga.
d) Suspenda los servicios a su cargo sin
previa autorización, o incumpla en forma
reiterada y negligente las normas del
Sistema ODECO.
e) Incumpla el acceso abierto.
f) Niegue, reiterada y negligentemente, prestar
información en los plazos y en la forma
establecid a s o niegue el acceso a instalaciones
cuando se trate de inspecciones programadas.
g) Incumpla las sanciones aplicadas por
infracciones, faltas y contravenciones al
Reglamento, en proceso legal.
h) La revocatoria de la Licencia Ambiental,
será causal de rescisión de la concesión.
i) Sea declarada judicialmente en quiebra.
Artículo 111. (Intervención Preventiva) Cuando
se ponga en riesgo la normal provisión o
atención del servicio, el Ente Regulador
podrá disponer la Intervención Preventiva
del Concesionario o Licenciatario por un
plazo no mayor a un (1) año mediante
procedimiento público y resolución administrativa
fundada. La designación del interventor, sus
atribuciones, remuneración y otros, se
establecerán en la reglamentación.

취소할 수 있다.
a) 규제청이 납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에 대한 내
용과 기간 안에 작업과 설치를 시작하지 않고,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및 취소
b)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 목적의 변경과 의
무 불이행 시
c) 이 법, 규정 및 해당 계약의 불이행과 경
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d) 사전허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ODECO 서비스에 대한 근무태만이 있을 때
e) 공개 접근을 이행하지 않을 때
f) 근무태만으로 기간과 약속된 구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프로그램 감사 시 시설
접근을 방해할 때
g)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완수하지 않고,
규칙 준수가 투철하지 않을 때
h) 환경 접근에 대한 취소는 양도 계약 취소
의 원인이 됨.
I) 법적인 파산 선언 시

제111조 (예방적 개입)
규정에 대한 위험과 서비스의 주의가 필요할
경우 규제청은 양도자 및 라이선서들에게 공적
절차와 행정적 해결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사
전 개입이 가능하다. 규정에 따라 개입 방향,
권한, 보상 및 그 외 사항들이 정해진다.

Artículo 112. (Infracciones y Sanciones) El 제112조 (위반 및 제재)

35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Ente Regulador impondrá a los Concesionarios
o Licenciatarios de los servicios públicos
sanciones y multas económicas, cuando en
la prestación de los servicios a su cargo
cometan faltas, infracciones y contravenciones,
calificadas de acuerdo a reglamentación, sin
perjuicio de resarcir los daños ocasionados
a los consumidores, usuarios o terceros. El
importe de las multas cobradas estará destinado
a la expansión de redes de Gas Natural en
áreas sociales necesitadas.
Artículo 113. (Sistema de Reclamaciones
ODECO)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los Concesionarios y Licenciatarios, mediante
el Sistema Oficina del Consumidor “ODECO”,
atenderán y resolverán los reclamos y consultas
de los consumidores en forma gratuita, de
manera eficiente y oportuna. El regulador,
velará por los derechos de los consumidores,
fiscalizará el efectivo funcionamiento de los
sistemas de reclamación y consultas y
sancionará, de acuerdo a la reglamentación, a
las empresas que incumplan las normas de
atención al consumidor y prestación del
servicio, así como podrá tomar acciones
preventivas que eviten un mayor número de
reclamos.
Los Concesionarios y Licenciatarios son
responsables de atender, en primera instancia,
los reclamos y consultas de los consumidores.
El regulador resolverá las reclamaciones en
segunda instancia, con procedimientos que
se ajusten a las características de cada
servicio y el aprovechamiento de tecnología
moderna, que permita atender, en forma
efectiva, al universo de los consumidores.
El presente Artículo será reglamentado
observando, en lo que fuera aplicable, la
Ley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Nº
2341, y su reglamentación.
El Superintendente de Hidrocarburos mediante
resolución fundada podrá delegar sus
competencias en materia de atención de

규제청은 양도자와 라이선서들에게 소비자, 사
용자 및 제3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외
하고 관련 업무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불이
행, 위반, 범죄 시 공적 제재와 경제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축적된 벌금의 사용은 사회적
필요 지역의 천연가스 망의 확장에 사용된다.

제113조 (소비자 불만 시스템 ODECO)
탄화수소 감독부와 양도자 및 라이선서들은 소
비자센터(ODECO)를 통하여 무상으로 소비자
들에게 효과적으로 상담과 공지를 제공해야 한
다. 규제청은 이를 감사한다. 규제청은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고,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하는 회사를 감시하고 제재 및 사
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도자들과 라이
선서들은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와 상
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규제청 또한 소비자
들에게 각 서비스와 현대 기술 이용에 따른 조
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인 형
태로 해결해야 한다. 이 조항은 행정법 Nº
2341과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함께 적용된다.
탄화수소 감독부는 규정에 따라 ODECO 사
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문의 및 불만처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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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s y reclamaciones a los funcionarios
responsables de las oficinas ODECO en los
departamentos o regiones conforme a reglamentación.

TÍTULO VII

제7 편

DERECHO DE LOS PUEBLOS CAMPESIONS,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권리
INDÍGENAS Y ORIGINARIOS

CAPÍTULO I

제1 장

DE LOS DERECHOS A LA CONSULTA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의 의견수렴 및
Y PARTICIPACIÓN DE LOS PUEBLOS
참여권리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N
Artículo 114. (ámbito de Aplicación) En
cumplimiento a los Artículos 4°, 5°, 6°, 15°
y 18° del Convenio 169 de la OIT,
ratificado por Ley de la República N° 1257,
de 11 de julio de 1991, las comunidades y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independientemente de su tipo de organización
deberán ser consultados de manera previa,
obligatoria y oportuna cuando se pretenda
desarrollar cualquier actividad hidrocarburífera
prevista en la presente Ley.
Artículo 115. (Consulta) En concordancia
con los Artículos 6° y 15° del Convenio
169 de la OIT, la consulta se efectuará de
buena fe, con principios de veracidad,
transparencia, información y oportunidad.
Deberá ser realizada por las autoridades
competentes del Gobierno Boliviano y con
procedimientos apropiados y de acuerdo a
las circunstancias y características de cada
pueblo indígena, para determinar en qué
medida serían afectados y con la finalidad
de llegar a un acuerdo o lograr el consentimiento
de las Comunidades y lo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La Consulta tiene carácter
obligatorio y las decisiones resultantes del
proceso de Consulta deben ser respetadas.
En todos los casos, la Consulta se realizará
en dos momentos:
a) Previamente a la licitación, autorización,
contratación, convocatoria y aprobación de las

제114조 (적용범위)
1991년 7월 11일 공화국법 Nº 1257을 통해
비준된 국제노동협정 169의 제4조, 제5조, 제6
조, 제15조, 제18조항 안에서 소비자들과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들은 독립된 조직으로서
이 법에 나타난 탄화수소 활동과 관련한 그 어
떤 발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제115조 (협의)
국제노동협정 169의 제6조와 제15조에 따라
협의는 정직, 투명성, 정보, 기회의 원칙과 성
실로써 수행한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 당국은 원주민 부족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각 원주민 부족의 특성과
목적의 따라 공동체,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들
이 동의를 얻어 결정을 한다. 협의는 의무적이
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
다. 모든 경우에서 협의는 다음의 두 가지를
따른다.
a) 그들의 필요 상태에 따라 탄화수소물 프로
젝트 혹은 업무에 대하여 경매, 권능, 계약, 협
정 및 승인에 우선적으로 한다.
b)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승인, 공
동체, 농민, 원주민 부족, 토착민들의 거주지역
과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 지역에서 탄화수소물
에 대한 발전 프로젝트, 작업, 활동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이루어질 때, 1등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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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das, obras o proyectos hidrocarburíferos,
siendo condición necesaria para ello; y,
b) Previamente a la aprobación de los
Estudios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Cuando se trate de Estudios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para actividades, obras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환경영향평가 연구 포괄
o proyectos hidrocarburíferos a desarrollarse
적 분석)
en lugares de ocupación de las Comunidades
y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y áreas de alto valor de biodiversidad,
necesariamente tendrán que ser los de
categoría 1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Analítico Integral).
Artículo 116. (Responsabilidad Estatal) Las
resoluciones y consensos registrados por las
Autoridades Competentes como producto del
proceso de consulta en sus dos momentos,
tienen validez para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del proyecto objeto de la
consulta. En caso de tener la consulta,
reconocida en el Artículo 115°, un resultado
negativo, el Estado podrá promover un
proceso de conciliación en el mejor interés
nacional.

제116조 (국가 책임)
위의 두 가지 경우에서 협의 진행의 산물로서
행정 당국에 의해 결정된 해결과 합의는 탄화
수소 활동에 대한 유효하다. 협의가 있는 경우
제115조를 인정하고, 결과가 부정적이면 국가
는 국가 이익의 증진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한
다.

Artículo 117. (Autoridad Competente para
Ejecutar el Proceso de Consulta) Son
responsables en forma conjunta de la ejecución
del Proceso de Consulta las autoridades d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y el Ministerio de
Asuntos Indígenas y Pueblos Originarios,
considerados autoridades competentes, para
los fines del presente Capítulo.
El Proceso de Consulta deberá ser financiado
por el Poder Ejecutivo, con cargo al proyecto,
obra o actividad hidrocarburífera de que se
trate.

제117조 (협의 진행 관할기관)
협의 진행 실행에 대하여 탄화수소부, 지속개발
부,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 담당부의 담당자들
에게 책임이 있다. 협의 진행은 프로젝트 담당
자와 행정부의 지원으로 관련한 탄화수소물 활
동과 업무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Artículo 118.
de consulta
Capítulo, se
representativas

제118조 (대표)
이 장에 명시된 협의 진행은 독립된 형태의 농
민조합과 원주민 부족, 토착민들의 대표기관과
함께 개인적인 혹은 부문적인 그 어떤 협의는

(Representación) Los procesos
establecidos en el presente
realizarán con las instancias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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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lo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independientemente de su tipo de organización,
인정되지 않으며, 대지와 사용, 관습을 존중하
respetando su territorialidad, sus usos y
며 이루어진다.
costumbres, siendo nula cualquier otro tipo
de consulta individual o sectorial.

CAPÍTULO II

제2 장

COMPENSACIONES E INDEMNIZACIONES

보상 및 배상

Artículo 119. (De las Compensaciones)
Cuando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se
desarrollen en 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comunales, indígenas o campesinas, tituladas
o no, todo impacto socioambiental negativo
directo, acumulado y a largo plazo, que las
mismas produzcan, debe ser compensado
financieramente por parte de los titulares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de manera
justa, respetando la territorialidad, los usos y
costumbres de los afectados, tomando como
base, el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y otros medios que permitan
valorar los daños no cuantificables.
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y la
Autoridad Ambiental Máxima Competente,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Ministerio
de Asuntos Campesinos y Agropecuarios y
el Ministerio de Asuntos Indígenas y
Pueblos Originarios están obligados a
precautelar que las compensaciones se
ejecuten y materialicen en un plazo de quince
(15) días luego de acordado el monto
compensatorio justo que corresponda.
El cumplimiento de esta obligación por parte
de los titulares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es requisito para el desarrollo de las siguientes
etapas productivas.

제119조 (보상)
공동경작지, 공동체, 원주민부족 및 농민, 면허
권지, 혹은 아니더라도 대지에서 탄화수소 발전
활동이 이루어질 때, 환경영향평가 연구와 수치
화할 수 있는 피해를 평가한 것을 토대로 그들
이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인 부정적인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지와 사용 및
관습을 존중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통해 보상을
해야 한다.
지속개발부와 환경당국, 탄화수소부, 농림수산
부,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 담당부서는 정당한
보상 합의 후 15일 동안에 보상이 구현되고 실
현되도록 할 사전역할의 의무가 있다. 탄화수소
물과 관련한 활동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한 의
무의 완성은 다음의 생산 단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Artículo 120. (De las Indemnizaciones) Se
procederá a indemnizar por daños y perjuicios
emergentes de las actividades, obras o
proyectos hidrocarburíferos que afecten a
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comunales,
indígenas o campesinas, tituladas o no, por

제120조 (배상)
공동경작지, 공동체, 원주민 부족 및 농민, 면
허권지, 혹은 아니더라도 토지와 사용 및 관습
을 존중하며 대지에서 탄화수소 발전활동이 이
루어질 때, 갑작스런 피해와 손해가 발생할 경
우 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 배상은 공동경작지,

3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parte de los titulares y/o operadores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respetando la
territorialidad, los usos y costumbres.
La indemnización debe contemplar los
perjuicios derivados de la pérdida de beneficios
por actividades productivas, de conocimientos
tradicionales y/o aprovechamiento de recursos
naturales que las Comunidades o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pudieran
desarrollar en las zonas impactadas.

CAPÍTULO III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이 영향받은 지역
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
하여 생산활동의 이익에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다.

제3 장

INTANGIBILIDAD DE SITIOS SAGRADOS
Y ÁREAS DE ESPECIAL VALOR NATURAL 성지, 자연문화 보존지역의 불가침
Y CULTURAL
Artículo 121. (Exclusión del Procedimiento
de Expropiación) Las tierras agrícolas,
ganaderas, forestales o de conservación, que
sean de propiedad individual o colectiva, de
Comunidades y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independientemente de su
tipo de organización y del tipo de propiedad,
quedan excluidas de los alcances del
Procedimiento de Expropiación, salvo que
mediante Ley expresa se declare de utilidad
y necesidad pública las actividades, obras o
proyectos hidrocarburíferos a ejecutarse en
las tierras indicadas o donde hay derechos
preconstituidos de Comunidades y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La Ley
expresa que declare la utilidad y necesidad
pública para cada caso, será aprobada según
el Procedimiento Legislativo establecido en
los Artículos 71° al 81°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제121조 (몰수 절차 제외)
지정 지역 혹은 공동체, 농민, 원주민 부족, 토
착민들의 헌법에 앞서는 권리가 있는 지역에서
공적 활동과 업무,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공적
필요와 이용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
인 소유 혹은 공동체, 농민, 원주민 부족, 토착
민, 독립형태 조직의 농업, 축업, 산림 및 보호
지역의 토지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
필요와 사용에 대한 경우를 명기한 법은 신헌
법 제71조에서 제81조에 나와 있는 입법 절차
를 따른다.

Artículo 122. (Declaratoria de Necesidad
Pública) Para los casos comprendidos en el
Artículo precedente, cualquier solicitud de
Declaratoria de Necesidad y Utilidad Pública
mediante Ley expresa, deberá contar
necesariamente con los estudios de evaluación
de impactos económicos, sociales, culturales

제122조 (공익 필요성의 공포)
앞선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나타나 있는
공적 필요와 사용에 대한 그 어떤 선언의 경우
에도 “농민, 원주민, 토착민 부족의 협의와 참
여의 권리” 장에 따라 농민 공동체, 원주민 부
족, 토착민 및 국가 환경당국이 인정한 대표들
이 승인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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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mbientales debidamente aprobados por la
instancia representativa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y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y certificados por la Autoridad Ambiental
로 필요한 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Nacional Máxima, de acuerdo a lo establecido
en el Capítulo “De los Derechos a la Consulta
y Participación de los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Artículo 123. (Improcedencia de Expropiación)
No procederá la aceptación de una solicitud
de expropiación, en las 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cuando el Titular no haya
previamente hecho conocer las necesidades
de la expropiación en Comité de Monitoreo
Socio Ambiental del área respectiva del
contrato.

제123조 (몰수의 비승인)
면허권자가 앞서 몰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지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동토지
지역에 대한 몰수 신청은 계약 지역의 사회-환
경 모니터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rtículo 124. (Derecho a la Defensa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Una vez aprobada por Ley
expresa la utilidad pública de las actividades,
obras o proyectos que viabilicen el Procedimiento
de Expropiación, se procederá a tramitar un
procedimiento justo de expropiación, que
garantice el pleno Derecho a la Defensa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donde se ejecutará
la expropiación, que fije un justiprecio,
tomando como base la plusvalía como
consecuencia de la infraestructura emergente
de las mismas y el daño socio ambiental
permanente que sufrirán, estimado en el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제124조 (농민, 원주민 부족 및 토착민 공동체
방어권)
일단 활동과 작업 및 프로젝트의 공적 사용으
로 인한 몰수 절차가 인정된 경우, 몰수 절차
가 진행되는 농민공동체, 원주민 부족, 토착민
의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긴급한 인프라
건설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연구에서 측정된 영
구적인 사회-환경 손해에 기초하여 공정한 가
격을 정하여 몰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rtículo 125. (Solicitud de Expropiación)
La Solicitud de Expropiación de tierras en
los casos comprendidos en los Artículos
precedentes, será presentada por las
empresas operadoras petroleras directamente
interesadas, a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quién remitirá los antecedentes al Ministerio
de Asuntos Campesinos y Agropecuarios,
Ministerio de Asuntos Indígenas y Pueblos

제125조 (국가수용 신청)
앞선 조항에서 인정한 경우의 토지 국가수용
신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운영 기
업이 탄화수소부에 제출한다. 탄화수소부는 명
시된 법에 따라 공적 필요와 사용을 공표에 대
한 고려의 목적으로 농림수산부, 원주민 토착민
담당부, 부족 방위부, 의회에 발송해야 한다.
일단 공적 필요와 사용의 공표가 이루어지면,
탄화수소부는 자치정부와 농민 공동체, 원주민

360│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Originarios, como entidad competente en
asuntos indígenas, al Defensor del Pueblo,
en calidad de instancia veedora del proceso,
y al Parlamento, para la consideración de la
declaratoria de necesidad y utilidad pública
por Ley expresa.
Una vez aprobada la declaratoria de
necesidad y utilidad pública,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deberá poner en conocimiento
del o los Gobiernos Municipales y de las
instancias representativas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o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en cuyas jurisdicciones se efectuarán las
expropiaciones, los antecedentes para los
trámites de expropiación.
El Gobierno Municipal respectivo, actuará en
primera instancia, y sustanciará el procedimiento
de expropiación en cumplimiento de los
Capítulos VI y VII, Artículos 122°, 123°,
124° y 125°, de la “Ley de Municipalidades”
(Ley Nº 2028, de 28 de octubre de 1999),
pudiendo la parte afectada interponer los
Recursos de Revisión, Modificación y
Revocación contra la resolución que establezca
el justiprecio de la expropiación.
La parte afectada con la resolución que
establezca el justiprecio de la expropiación,
también podrá demandar en proceso
ordinario, la fijación del justiprecio ante la
Corte Superior de Distrito que corresponda,
de acuerdo a las normas establecidas en el
Procedimiento Civil.

부족, 토착민 대표들에게 알리고, 국가수용 절
차가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있는 자치정부는 ‘지자체 법(199년 10월 28일
제정, 법률 Nº 2028)’의 제6장, 제7장, 제122
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에 따라 국가수
용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한 해
결에 대항하여 재검, 규정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수용에 대한 정당한 가격에 대해
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당한 가격의 확정을 대한
정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Artículo 126. (Lugares que no pueden
Expropiar) La expropiación en el área rural
n o podrá comprender a las viviendas y sus
dependencias incluyendo las de comunidades
campesinas y las de pueblos indígenas,
tampoco los cementerios, vías férreas, aeropuertos
y cualquier otra construcción pública o
privada que sea estable y permanente.

제126조 (국가수용 불가 광구)
농민 공동체, 원주민 부족 및 묘지, 도로, 공항,
공공시설 및 앞서 이루어진 사적 건설을 포함
하여 생존과 거주와 관련한 농촌지역의 국가수
용은 불가능하다.

361

부록 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

Artículo 127. (Compensaciones Territoriales)
El Gobierno Nacional, obligatoriamente
realizará Compensaciones Territoriales a las
Comunidades Campesinas y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afectados por procedimientos
de expropiación petrolera. La compensación
territorial, deberá obligatoriamente recaer en
lugares con características similares a los
expropiados, que permitan la supervivencia
y desarrollo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제127조 (토지 보상)
볼리비아 정부는 의무적으로 석유 추출에 따르
는 영향을 받는 공동토지구역과 원주민 부족
지역, 토착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농촌 지역
사회, 원주민 부족과 토착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석유 추출로 인한 피해와 유사한 특징
을 갖는 지역에도 보상 책임을 갖는다.

CAPÍTULO IV

제4 장

DE LAS SERVIDUMBRES

지역권

Artículo 128. (De las Servidumbres) En las
tierras agrícolas, ganaderas, forestales o de
conservación, que sean de propiedad o posesión
individual o colectiva de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independientemente de su tipo de organización
y del tipo de propiedad, así como las
tierras a las que hayan tenido acceso para
sus actividades tradicionales y de subsistencia
o que estén dentro de su área de influencia,
sólo se podrá solicitar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para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y Distribución de Gas por Redes.
La Servidumbre no significa pérdida del
derecho de propiedad o posesión de tierras
por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Para los casos comprendidos en el párrafo
precedente, las Servidumbres petroleras se
constituirán, modificarán y extinguirán por
disposición de la Ley o por acuerdo de partes.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por acuerdo
de partes, necesariamente deberá ser homologada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por el
Ministerio de Asuntos Campesinos y Agropecuarios,
Ministerio de Asuntos Indígenas y Originarios,
para su posterior inscripción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del Departamento que
corresponda.

제128조 (지역권) 개인의 소유 혹은 농민 공동
체, 원주민 부족, 토착민, 독립된 조직 및 소유
권이 있는 농업, 축업, 산림 및 보호구역의 토
지와 전통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오
직 망을 통한 가스 수송과 분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건설만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권은 농
민 공동체, 원주민 부족, 토착민의 토지 소유권
이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선 조항을 이
해한 경우에 석유 사용권들은 법과 조역에 따
라 건설하거나 수정, 소멸할 수 있다.
부분 조항에 따른 지역권의 건설은 필수적으로
해당 도의 실질 등록권의 후속 작업을 위해 탄
화수소부와 농림수산부, 원주민 토착민 담당부
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역권 건설 과정에 대한 부분 협약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한다. 앞선 조항
에서 명시한 경우의 석유 지역권 건설을 위해
서는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측정한 피해받는 사
회-환경 영향에 따라 농민 공동체, 원주민 부
족, 토착민의 보상 금액을 정해야 한다. 지역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해당사자가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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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ndo no exista acuerdo de partes, para el
proceso de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se
aplicará el Procedimiento Civil.
Para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petroleras
en los casos comprendidos en el presente Artículo,
se definirá un monto de compensación para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por las afectaciones socio-ambientales
que puedan sufrir, estimadas de los Estudios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Los gastos que demande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serán pagados por el interesado.

TÍTULO VIII

제8 편

CAPÍTULO I

제1 장

ACTIVIDAD HIDROCARBURÍFERA, MEDIO
탄화수소 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Artículo 129. (Hidrocarburos,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se sujetarán en lo relativo
a los temas ambientales y a los Recursos
Naturales a lo dispuesto sobre esta temática
en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Ley
del Medio Ambiente y sus Reglamentos,
Ley Forestal, Régimen Legal Especial de
áreas Protegidas y a los Convenios Internacionales
Ambientales ratificados por el Estado en el
marco del Desarrollo Nacional Sustentable.

제129조 (탄화수소, 환경 및 천연자원)
탄화수소물과 관련한 활동들은 헌법과 환경법
및 관련 규정, 산림법, 보호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과 국가 지속개발에 대해 국가가 비준한
국제환경협약에서 환경과 천연자원에 관련한다.

Artículo 130. (Control, Seguimiento, Fiscalización
y Auditoria Ambiental) Los Responsables
Legales de actividades, obras o proyectos,
AOP's de Hidrocarburos, deberán depositar
en la cuenta d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MDS) denominada “Fiscalización,
Auditorias, Control y Seguimiento Ambiental
del Sector de Hidrocarburos”, previo al
inicio de cada AOP's no exploratoria un
monto equivalente hasta el medio por
ciento (0, 5 %) de la inversión total de
acuerdo a Reglamento.
Estos recursos no podrán ser utilizados para

제130조 (관리, 모니터링, 감독, 환경감시)
활동, 작업, 프로젝트 및 탄화수소의 AOP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속개발부의 ‘탄화수소 부
문의 환경 감독, 감시, 통제 및 모니터링’ 아래
보증되어야 한다. 각 AOP의 시작 이전에 법규
에서 정한 총 투자의 평균 0.5%까지만 답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에 포함된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환경당국과 관련
부문 조직의 감시활동은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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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 distintos a los previstos en la presente
Ley y serán destinados exclusivamente a
actividades de fiscalización de la autoridad
ambiental
competente
y
organismos
sectoriales involucrados.
Artículo 131. (Comités de Monitoreo SocioAmbiental) Cada área bajo Contrato Petrolero
tendrá un Comité de Monitoreo Socio-Ambiental
de área, compuesto de un representante de
cada sección municipal cubierta por el área,
dos representantes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y un representante del Titular, para
evaluar los posibles impactos socio-económicos
producidos a nivel local, y en TCO e
implementar acciones que potencien los
impactos positivos y mitiguen los impactos
negativos de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en
dicha área.
Cuando en el Comité de Monitoreo
Socio-Ambiental de área no se arriben a
acuerdos, cualquiera de las partes podrá
recurrir en apelación al Comité de
Monitoreo Socio-Ambiental Nacional, quien
determinara sobre las mitigaciones que
deban aplicarse.
Se crea el Comité de Monitoreo Socio-Ambiental
Nacional que estará conforma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Ministerio de Participación
Popular, organismo administrador y fiscalizador
YPFB y un representante de los pueblos
indígenas, para evaluar y dictaminar como
instancia final sobre los impactos socio-económicos
en poblaciones indígenas producidos por las
Actividades Petroleras.
La información, consulta y participación del
pueblo y comunidad indígena, afectando por
una Actividad, Obra o Proyecto (AOP)
dentro de su Tierra Comunitaria de Origen
(TCO), con obligatorias durante el proceso
de elaboración del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EEIA),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de la Ley Nº 1257, de 11

제131조 (사회-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석유계약하의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치부분
을 대표하여 원주민 공동체의 대표 2인과 면허
권자의 대표 1인으로 구성한 사회⋅환경 모니
터링 위원회를 지역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영
향 가능성을 평가하고, 공동토지구역(TCO)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적용하
고, 탄화수소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
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사회⋅환경 모니터
링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어떤 부분에서든 적용해야 하는 완화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 사회⋅환경 모니터링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탄화수소부, 지속개
발부, 대중참여부, YPFB의 행정담당자와 감사
원, 원주민 부족 대표로 이루어진 국가 사회-환
경 모니터링 위원회는 석유활동에 의해 만들어
지는 원주민 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정보와 협의, 공동토지구역(TCO) 안에서 활
동, 작업, 프로젝트(AOP)에 의해 영향받는 원
주민 공동체와 부족의 참여와 환경영향평가 연
구의 작업 진행의 의무는 1991년 7월 11일 법
률 Nº 1257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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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Julio de 1991.

CAPÍTULO II

제2 장

SITIOS SAGRADOS Y ÁREAS DE VALOR
신성 지역 및 자연적 가치, 문화적 가치 광구
NATURAL Y CULTURAL
Artículo 132. (áreas de Valor Natural, Cultural
y Espiritual) No podrán licitarse, otorgarse,
autorizarse, ni concesionarse las actividades,
obras o proyectos hidrocarburíferos, en áreas
protegidas, sitios RAMSAR, sitios arqueológicos
y paleontológicos, así como en los lugares
sagrados para las Comunidades y Pueblos
Campesinos, Indígenas y Originarios, que
tengan valor espiritual como patrimonio de
valor histórico, u otras áreas reconocidas
por su biodiversidad, establecidas por
autoridad competente.
Se permitirán excepcionalmente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en áreas protegidas, cuando
el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Estratégico (EEIAE) establezca la
viabilidad de la actividad en el marco de
un Desarrollo Integral Nacional Sustentable.

제132조 (자연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신성 광
구)
당국이 지정한 보호지역, RAMSAR, 고고학
지역, 고생물학 지역, 공동체, 농민, 원주민부족
및 토착민들에게 있어서 신성 지역, 국가의 역
사적 가치를 갖는 지역, 생물 다양성이 인정되
는 지역에서는 입찰, 허가, 권한 및 활동에 대
한 양도, 업무 및 탄화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연구에서 국
가 지속발전을 위한 범위에서 활동이 인정된다
고 한 보호지역에 한해서만 탄화수소 활동이
허락된다.

Artículo 133. (Hidrocarburos en áreas
Protegidas) Las actividades relacionadas con
el uso de hidrocarburos en sus diferentes fases,
podrán desarrollarse en áreas Protegidas en
sujeción estricta a la categoría y zonificación,
plan de manejo, realización de consulta pública
y cumplimiento a disposiciones ambientales,
requiriéndose para el efecto un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cuando no
pongan en riesgo sus objetivos de conservación.

제133조 (보호광구의 탄화수소)
등급과 지역화에 따라 각기 다른 단계에서 탄
화수소 사용과 관련한 활동들을 보호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환경의무를 완성하고 환경영
향평가 연구에 따르는 요구를 완성하며, 보호
목적에 위험을 주지 않을 때, 공공협의를 통해
계획할 수 있다.

Artículo 134. (Impacto Ambiental) Todas
las operaciones de la cadena productiva de
hidrocarburos deberán utilizar la mejor
tecnología que disminuyan los riesgos de
Impacto Ambiental negativos.
En aplicación del principio precautorio, el
Ministerio de Desarrollo Sostenible y el
Servicio Nacional de áreas Protegidas
(SERNAP), y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previo a las nominaciones de áreas de

제134조 (환경영향)
탄화수소 생산에 대한 일련의 모든 운영에 대
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방원
칙에 따라 지속개발부와 보호지역 관리국(SERNAP),
탄화수소부는 탄화수소 매장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양도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곳이 동시에
해당되는 지역이면 활동에 협력한다. 탄화수소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환경 손해, 피해의
치료와 자연환경 복구는 특별규제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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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és hidrocarburífero y dotación de
Concesiones y Licencias, coordinarán actividades
en el marco de sus competencias, cuando
las mismas coincidan en áreas geográficas.
El tratamiento de los daños ambientales,
이 적용된다.
pasivos ambientales y restauración de los
ambientes naturales afectados por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se sujetará a
resarcimiento de acuerdo a Reglamento
Específico.
Artículo 135. (Pasivos Ambientales) Al momento
de producir los Pasivos Ambientales, la
empresa está obligada a informar a la
Autoridad Ambiental Competente, e iniciar
inmediatamente las medidas de mitigación y
restauración ambiental.

제135조 (환경피해)
환경피해가 발생한 순간, 기업은 환경 행정당국
에 보고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환경피해 완화와
복구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Artículo 136. (Reglamentos Ambientales
Específicos) Los Gobiernos Municipales, de
manera individual o mancomunadamente en
el ámbito de su jurisdicción y competencia
en el marco de la Ley del Medio Ambiente
y su Reglamentación, estarán facultados a
proponer y aplicar Reglamentos Ambientales
Específicos, para preservar su patrimonio
ambiental en relación a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los que serán aprobados
por la Autoridad Ambiental Competente.

제136조 (특별환경 규정)
자치정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관할 범
위 내에서 환경법과 자치정부의 내규 범위에서
특별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여 환경 감시당국에
서 승인한 탄화수소 활동과 관련한 국가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Artículo 137. (Saneamiento Ambiental) En
ningún caso los costos emergentes de
trabajos de recuperación o Saneamiento del
Medio Ambiente resultantes de accidentes
directamente atribuibles a las empresas que
realicen actividades petroleras, podrán ser
considerados como costos de operación.

제137조 (환경위생)
석유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한 환경 위생과 회복에 관한 긴급활동에 드
는 비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운영비용으로 적
용될 수 있다.

TÍTULO IX

제9 편

DEFINICIONES

정의

Artículo 138. (Definiciones) A los efectos de
la presente Ley, se adoptan las siguientes
definiciones:
Agregador. - Es YPFB, quien establecerá
las fuentes y los destinos de la producción,
asignando las cuotas de abastecimiento del

제138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수집책(Agregador)–“Back to Back” 계약 조
건에 따라 수출시장에서 생산 면허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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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Natural a los Titulares de la producción
para los mercados de exportación de
acuerdo a contratos “back to back”.
Almacenaje. - Es la actividad de acumular
hidrocarburos,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y GLP en tanques estacionarios
para su Comercialización.
área Nominada. - Es el área de interés
petrolero para ser licitada, seleccionada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o por una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Autorización.- Es el acto administrativo
mediante el cual el Estado Boliviano, a
través d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otorga un derecho a favor de una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legalmente establecida,
para desarrollar una gestión comercial o
económica de la actividad de los hidrocarburos,
en forma temporal o para un único
objetivo, conforme a la presente Ley.
Boca de Pozo. - Es el punto de salida de
la corriente total de fluidos que produce un
pozo (Petróleo, Gas Natural, Agua de
Formación y Sedimentos), antes de ser
conducidos a un Sistema de Adecuación.
Campo. - área de suelo debajo del cual existe
uno o más reservorios de hidrocarburos, en
una o más formaciones en la misma estructura
o entidad geológica.
Campo Compartido. - área de suelo debajo
del cual existen uno o más reservorios, en
una o más formaciones en la misma estructura
o entidad geológica que se puede encontrar
ubicada entre dos o más departamentos que
debe ser desarrollado de forma eficiente, en
la que la producción será compartida en
proporción a la reserva ubicada en cada
Departamento. El Poder Ejecutivo, complementará
la definición.
Campo Marginal.- Es aquel campo que ha
producido el 90% de sus reservas probadas
de hidrocarburos.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Resultantes

천연가스 수송 할당에 대하여 대상과 방법을
담당하는 YPFB를 말한다.
저장(Almacenaje)–상업화 단계 전 가스탱크에
탄화수소, 석유와 액화석유가스 상품을 축적하
는것
선점광구(Area Nominada)–입찰이 필요한 석
유이익이 있는 지역으로, 탄화수소부 혹은 개
인, 단체에 의해서 선점된 액화 상태 이전의
석유매장지
권한(Autorización)–볼리비아 정부와 탄화수소
감독부를 통해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서 상업과 탄화수소 경제활동 발
전을 위해 개인, 법인에게 권리를 양도한다.
유정(Boca de Pozo)–적절한 상품 상태가 되
기 전, 탄화수소전(석유, 천연가스, 물, 퇴적물
혼합형태로 존재) 지하에서 끌어올려 밖으로
빼내는 지상의 첫 입구
지역(Campo)–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는 지리
적 범위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같은 구조와
지리적 형태를 갖춘다.
공동지역(Campo Compartido)–탄화수소가 매
장되어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같은 구조와 지리적 형태를 갖추고, 2
개 혹은 그 이상의 도(department) 사이에 위
치하여 개별 도에 위치한 매장량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부에서 정의한다.
한계지(Campo Marginal)–탄화수소 매장량의
90% 생산을 마친 광구
수출 최종상품의 상업화(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Resultantes de la explotación)–
분류지점에서 석유, 천연가스, LPG, 및 기타
탄화수소물에 대한 매매
정제 석유물의 상업화와 산업화(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e Industrializ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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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Explotación.- La compra - venta de
Petróleo, Gas Natural, GLP de Plantas y
otros hidrocarburos medidos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Comercialización de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e Industrializados.- La compra venta de productos resultantes de los procesos
de Refinación de Petróleo e Industrialización.
Compensación de áreas.- Cuando el Titular
no pueda operar en el área de contrato,
YPFB empleará el criterio de Compensación
con áreas similares en zonas donde sea
viable su operación.
Comité de Producción y Demanda (PRODE).órgano conformado por representantes de las
empresas productoras, refinadoras, transportadoras
por ductos, comercializadoras, YPFB y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Se reúne
mensualmente para evaluar los balances de
producción demanda ejecutados en el mes
anterior y programar el abastecimiento al
mercado interno y la exportación para los
tres meses siguientes.
Consulta Pública. - Procedimiento mediante
el cual la autoridad competente en el proceso
de consulta pone en conocimiento de las
instancias representativas de las Comunidades
Campesinas, Pueblos Indígenas y Originarios,
antes de emprender cualquier actividad o
proyecto, toda la información legal técnica
de que se disponga con la finalidad de llegar
a un acuerdo o lograr el consentimiento de
estos pueblos, tal como lo establece el
Convenio 169 de la OIT, ratificado por la
Ley Nº 1257 del año 1991.
Contrato de Asociación. - Es el contrato
suscrito entre YPFB y el Titular de un
Contrato de Operación, para ejecutar las
actividades de Explotación y Comercialización,
adoptando el régimen de los Contratos de
Asociación Accidental o Cuentas de Participación,
establecidos en el Código de Comercio.
Contrato de Operación.- Es aquel por el

–석유의 정제 과정의 최종 산물의 매매와 산
업화
보상지역(Compensación de Areas)–면허권자
가 계약 광구의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YPFB
는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에 따라 보상기
준을 적용한다.
생산 및 수요위원회(Comité de Producción y
Demanda(PRODE))–생산, 정제, 수송기업, 상
업의 대표자들과 YPFB, 탄화수소 감독관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시장 조달과 다음 세 달 수출
을 위한 생산 요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매
달 회의를 진행한다.
공공협의(Consulta Pública)–1991년 법령 N°1257
로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169에 의거하여 공공
협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농민 공동체, 원주민
부족, 토착민의 대표들이 인식하고 사전에 프로
젝트와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합의에 이룰
수 있는 법적 기술을 제공한다.
합작계약(Contrato de Asociacoón)–상법에
명시된 위험 합의 계약과 참여 통로를 적용하
여 채굴과 상업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YPFB와
운영 계약의 면허권자 사이의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운영계약(Contrato de Operación)–면허권자는
YPFB를 대신에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위험
예외적인 상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진다. 채굴
활동의 수입의 경우 보상 시스템하에 계약 지
역의 탐사와 채굴과 관련한 활동을 담당한다.
YPFB는 그 어떤 투자도 진행하지 않고, 투자
및 계약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면허권자가 자본, 설비, 시설, 재
료, 인력, 기술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
공동생산 계약(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법인, 내국인, 외국인은 YPFB를 대신하여
탐사와 채굴 활동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독점
적인 지위를 갖는다. 공동생산 계약을 맺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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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al, el Titular ejecutará con sus propios
medios y por su exclusiva cuenta y riesgo
a nombre y representación de YPFB, las
operaciones correspondientes a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ntro del
área materia del contrato, bajo el sistema
de retribución, en caso de ingresar a la
actividad de Explotación.
YPFB no efectuará inversión alguna y no
asumirá ningún riesgo o responsabilidad en
las inversiones o resultados obtenidos relacionados
al contrato, debiendo ser exclusivamente el
Titular quien aporte la totalidad de los
capitales, instalaciones, equipos, materiales,
personal, tecnología y otros necesarios.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 Es
aquel por el cual una persona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ejecuta con sus
propios medios y por su exclusiva cuenta y
riesgo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 nombre y representación de
YPFB.
El Titular en el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tiene una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una vez deducidas regalías, impuestos y
participaciones.
Contrato “back to back”. - Contrato de
transferencia de obligaciones y derechos.
Contratos Petroleros.- Son los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Operación
y
Asociación.
Conversión de Gas Natural en Líquidos. Es el proceso químico mediante el cual se
transforma Gas Natural en Líquidos (GNL).
Concesión. - Es el acto mediante el cual el
Estado Boliviano, a través d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otorga el derecho de
administración a una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legalmente establecida para desarrollar
o ejecutar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el Suministro y

허권자는 품질감사지(Punto de Fisicalizaicon)의
참여와 로열티, 세금 및 특별세에 대한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백투백 계약(Contrato “back to back”)–계약
권리와 의무의 전송
석유 계약(Contratos Petroleros)–공동생산, 운
영 및 협약에 대학 계약
액화천연가스 전환(Conversión de Gas Natural
en Líquidos)–천연가스 액체로 변화하는 화학
과정
양도(Concesión)–탄화수소 감독부를 통한 볼
리비아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과 법인은
수송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 관을 통한 천연
가스의 배분, 정제 석유의 생산 공급과 분배
및 정제 활동의 실행과 발전을 위하여 관리권
을 양도받을 수 있다.
상업 확정(Declaratoria de Comercialidad)–
매장지의 탄화수소의 상업화 가능이 발견되면
탄화수소 개발과 탐사를 위해 YPFB와 면허권
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개발(Desarrollo de Campo)–드릴링 작업과
유정개발의 완성을 말하며, 상업 확정지역의 탄
화수소 채취 및 과정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적 발견(Descubrimiento Comercial)–하
나 혹은 그 이상의 매장지에서 탄화수소가 발
견된 것으로, 계약 지역 안에서 채취와 생산에
대한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분석한다. 면허권자
는 YPFB에게 보고해야 한다.
망을 통한 천연가스 배분(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공적 서비스로서 천연가
스를 계약 지역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며, 망을 건설하고 이 법에서 결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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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ción de los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y la refinación.
Declaratoria de Comercialidad.- Es la
notificación del descubrimiento comercial
por reservorio de un campo, que en opinión
de YPFB y del Titular, justifica su
desarrollo y explotación.
Desarrollo de Campo. - Son las actividades
de perforación y terminación de pozos de
desarrollo, así como la construcción de
facilidades de producción y procesamiento
de hidrocarburos en un campo declarado
comercial.
Descubrimiento Comercial.- Es el hallazgo
de hidrocarburos, en uno o más reservorios,
en un campo dentro del área del contrato,
cuya explotación y producción se encuentre
respaldada por un análisis económico que
demuestre su rentabilidad. El titular deberá
notificar a YPFB.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es. Es la actividad de proveer Gas Natural, en
calidad de servicio público, a los usuarios
del área de concesión, además de construir
las Redes, administrar y operar el servicio
bajo los términos indicados en la presente
Ley.
Ductos Dedicados.- Son las instalaciones
para el traslado de hidrocarburos destinados
exclusivamente al abastecimiento como
materia prima a la actividad de industrialización
excluyendo refinación.
Ente Regulador.- Es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Exploración.- Es el reconocimiento geológico
de superficie, levantamientos aereofotogramétricos,
topográficos, gravimétricos, magnetométricos,
sismoló-gicos, geoquímicos, perforación de
pozos y cualquier otro trabajo tendiente a
determinar la existencia de hidrocarburos en
un área o zona geográfica.
Explotación.- Es la perforación de pozos de
desarrollo y de producción, tendido de

전용 수송관(Ductos Dedicados)–정제를 제외
한 산업활동에 우선적으로 탄화수소를 공급하
는 설비들을 말한다.
규제청(Ente Regulador)–탄화수소 감독부를
말한다.
탐사(Exploración)–유전지역에서 탄화수소 존
재를 결정하기 위한 표면지질 정찰, 측량, 항공
사진 측량, 지형, 중력, 자력, 지진, 지구화학,
유정 드릴링 및 그와 관련한 활동
채굴(Explotación)–유정의 드릴링으로 수집
라인을 갖는 생산과 발전, 저장 플랜트 시설의
설치, 액화 및 액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리
하는 작업,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지하에서의 탄화수소 생산, 분리, 공정, 압축,
저장을 활성화하는 것
액화석유가스(Gas Licuado de Petróleo(GLP))
–다양한 비율로 프로판과 부탄가스가 혼합된
것. 플랜트에서 LPG를 생산, 정제한다.
천연가스(Gas Natural)–압력 및 온도의 표준
조건하에서 기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
는 탄화수소로, 주로 메탄이다.
원천가스(Gas Natural Rico)–액화 추출 이전
의 천연가스
액화 추출 후 천연가스(Gas Natural Despojado)
–액화 추출 이후의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GLP de Plantas)–생산 지역의
액화 추출 공정에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액화
석유가스
탄화수소(Hidrocarburos)–가스가 자연 구성된
토양 및 지하에 자연발생 요소로 인한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 정제 및 액화 추출 공정에서
생산된 석유 액화가스를 포함하여 천연가스, 석
유 및 부산물로 이루어진 물리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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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íneas de recolección, construcción e instalación
de Plantas de Almacenaje, de procesamiento
y separación de líquidos y licuables, de
recuperación primaria, secundaria y mejorada
y toda otra actividad en el suelo y en el
subsuelo dedicada a la producción, separación,
procesamiento, compresión y almacenaje de
hidrocarburos.
Gas Licuado de Petróleo (GLP).- Es la
mezcla de propano y butano en proporciones
variables. El GLP es producido en plantas
y refinerías.
Gas Natural. - Son los hidrocarburos, con
predominio de metano, que en condiciones
normalizadas de presión y temperatura se
presentan en la naturaleza en estado gaseoso.
Gas Natural Rico.- Es el Gas Natural antes
de extraer los licuables.
Gas Natural Despojado.- Es el Gas Natural
después de extraer los licuables.
GLP de Plantas. - Es el Gas Licuado de
Petróleo (GLP) extraído del Gas Natural en
plantas de extracción de licuables en
campos de producción.
Hidrocarburos.- Son los compuestos de
carbono e hidrógeno, incluyendo los elementos
asociados, que se presentan en la naturaleza,
ya sea en el suelo o en el subsuelo,
cualquiera sea su estado físico, que
conforman el Gas Natural, Petróleo y sus
productos derivados, incluyendo el Gas
Licuado de Petróleo producido en refinerías
y plantas de extracción de licuables.
Industrialización.- Son las actividades de
transformación química de los hidrocarburos
y los procesos industriales y termoeléctricos
que tienen por finalidad añadir valor agregado
al Gas Natural: Petroquímica, Gas a Líquidos
(GTL), producción de fertilizantes, úrea,
amonio, metanol y otros.
Licuables del Gas Natural.- Hidrocarburos
que en las Plantas de Extracción pasan al
estado líquido. Propano y butano (componentes

산업화(Industrialización)–탄화수소의 화학적
이전 활동과 천연가스에 부가가치를 첨가하는
산업 및 열전 공정으로, 석유화학, 액화가스
(LTG), 비료, 요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 생산
LPG(Licuables del Gas Natural)–추출 공정
에서 액화 상태로 이동한 탄화수소. 프로판과
부탄(LPG의 구성 성분) 및 펜탄과 그 이상의
것(천연 가솔린 구성 성분)
LNG(Licuefacción de Gas Natural)–가스 상
태에서 액체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과정

방계 라인(Línea Lateral o Ramal)–관을 통
한 탄화수소 수송의 트렁크 시스템과 상호 관
계의 모든 파이프라인
수집라인(Líneas de Recolección)- 생산자가
유정에서 생산한 것을 수집하고 적합성 테스트
(Sistema Adecuada)까지 이동시키는 파이프
라인.
라이선스(Licencias)- 탄화수소 감독부를 통하
여 볼리비아 국가가 관리하는 행위로서, 이 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탄화수소 활동의 상업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개인, 법인에게 권
한을 허용하는 것
운영자(Operador)–탐사와 채추 활동들을 실시
하기 위해 면허권자가 지명한 이 법에서 명시
된 계약에 대한 실행자
광구(Parcela)–탄화수소의 탐험과 채취 영역의
측량 단위로 측면 5,000평방피트와 총면적 2,500
헥타르로 설계. 표면 정점은 국제 WGS-84에
나타난 UTM에 따라서 정한다. 각 광구는 국
가 지리 플롯 시리얼 및 탄화수소부가 설계한
석유 그리드 시스템에 따라 확인
수출 패리티(Paridad de Exportación)–수출
시장 가격으로 운송 가격과 보험을 감한 비용
이며 수출 납품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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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GLP) y pentanos y superiores
(componentes de la Gasolina Natural).
Licuefacción de Gas Natural.- Es el proceso
físico, que permite pasar del estado gaseoso
al estado líquido.
Línea Lateral o Ramal.- Son todas aquellas
tuberías que se interconectan con el Sistema
Troncal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Líneas de Recolección.- Son las tuberías
mediante las cuales el productor recolecta y
traslada la producción de sus pozos hasta la
entrada del Sistema de Adecuación.
Licencias.- Es el acto administrativo mediante
el cual el Estado Boliviano, a través d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otorga
permiso o autorización a una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legalmente establecida
para desarrollar una gestión comercial o
económica de la actividad de los hidrocarburos
conforme a la presente Ley.
Operador.- Es el ejecutor de cualquiera de
los contrato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para efectuar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signado el
Titular.
Parcela.- La unidad de medida de las área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Planimétricamente,
corresponde
a
un
cuadrado de 5.000 (cinco mil) metros de
lado y a una superficie total de Has. 2.500
(dos mil Quinientas hectáreas). Sus vértices
superficiales están determinados mediante
coordenadas de la Proyección Universal y
Transversal de Mercator (UTM), referidos al
Sistema Geodésico Internacional WGS - 84.
Cada parcela está identificada por el
número de la Carta Geográfica Nacional y
por un sistema matricial de cuadrículas
petroleras establecido por el Ministerio de
Hidrocarburos.
Paridad de Exportación.- Corresponde al
precio del mercado de exportación en el

수입 패리티(Paridad de Importación)–납품처
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운송과
보험비를 합한 국제적인 가격
특별세(Participaciones)–공동생산 계약 혹은
합작계약에서 명시한 소유권의 개념으로서, 면
허권자가 생산관리 지점에서 현물로 지급되어
야 하는 특별세
석유(Petróleo)–온도 및 압력의 표준조건하에
서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와 천연 가솔린 및 분
리 공정에서 얻어진 액체 탄화수소가스.
석유화학(Petroquímica)–탄화수소의 분자를 재
구성하기 위한 화학 공정으로 고분자, 수지, 플
라스틱, 비료 및 기타 석유화학 일반을 말한다.
석유정책계획(Planificación de Política Petrolera)
–국가계획 시스템 내에서 장기 정책으로 세워
진 탄화수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매장
량, 생산, 인프라 건설 및 탄화수소 시장 등 탄
화수소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다. 앞서 말
한 정책들은 상도와 수출시장을 존중한다. 국가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 기준에 따라
국가에 의해 시장이 선정된다.
총생산(Producción Bruta)–유정에서 생산된 총
양으로 석유, 천연가스, 적절한 시스템으로 보
내기 전의 형성물과 퇴적물
감사 후 생산량(Producción Fiscalizada)–생산
관리 지점에서 나온 탄화수소의 양
가스 파생제품(Productos Derivados del Gas)
–가스산업 공정에서 분리되어 나온 산물들
규제 상품(Productos Regulados)–당국에 의해
규제가가 정해진 탄화수소로부터 분리된 부산
물 중 일부
탄화수소 정제품(Productos Refinados de
Hidrocarburos)–석유 정제 공정에서 파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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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to de entrega, descontando los costos de
transporte y seguros asociados a la
exportación hasta el punto de entrega.
Paridad de Importación.- Corresponde al
precio de referencia internacional, sumados
los costos de Transporte y seguros asociados
a la importación desde el punto de origen
hasta el mercado interno.
Participaciones. - Son los pagos en especie
que corresponden al Titular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Contrato de Producción Compartida o
Contrato de Asociación, punto en el cual
asume el derecho propietario.
Petróleo.- Los hidrocarburos que en
condiciones normalizadas de temperatura y
presión se presentan en estado líquido, así
como la Gasolina Natural y los Hidrocarburos
Líquidos que se obtienen en los procesos
de separación del gas.
Petroquímica.- Son los procesos químicos
que permiten reestructurar las moléculas de
los Hidrocarburos, en polímeros, resinas,
plásticos, fertilizantes y otros, que son
comúnmente denominados productos petroquímicos.
Planificación de Política Petrolera.- Es la
propuesta indicativa del desarrollo del sector
de hidrocarburos, que permitirá establecer
las políticas a largo plazo, buscando el
mejor aprovechamiento de los recursos
hidrocarburíferos, mediante el análisis de
ciertos indicadores tales como las reservas,
la producción, infraestructura y el mercado
de hidrocarburos en el marco del Sistema
Nacional de Planificación. Dicha política
respetará los acuerdos de comercialización
existentes y los mercados de exportación
obtenidos por las empresas. Aquellos
mercados que sean obtenidos por el Estado
serán asignados siguiendo los lineamientos
de esta política, de acuerdo al mejor interés
de la Nación.
Producción Bruta. - Es e l volumen total

중간제품과 부속제품 및 탄화수소 연료, 연료,
윤활유, 유제품, 왁스, 아스팔트, 솔벤트, GLP
등을 말한다.
생산물 품질관리 지점(Punto de Fiscalización
de la Producción)–수송하기 위해 적합검사를
한 후 유정에서 추출된 탄화수소 결과물을 측
량하는 지점을 말한다. 추출 시설이 구비된 지
역의 생산관리 지점은 수송 시스템 이전에 위
치한 플랜트 출구에서 나와야 하며, 규정에 맞
는 액화가스 및 가스의 요구조건을 완수해야
한다. LPG와 천연 가솔린 추출 시설이 구비되
어 있지 않은 지점의 생산관리 지점은 유류와
구분된 시스템 출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목적으로 생산자들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
야 한다. 비중계, 복류식 등록계, 질량 흐름계,
양질 분석을 위한 크로마토 그래프, 압력계, 온
도계 및 LPG와 천연가스와 천연 가솔린의 양
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설비가 이에 해당된다.
정제(Refinación)–앞서 말한 공정의 중간제품
과 부속제품 및 탄화수소 연료, 연료, 윤활유,
유제품, 왁스, 아스팔트, 솔벤트, GLP에서 석
유로 변환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로열티(Regalías)–재생되지 않는 천연가스의
채취에 따른 생산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
로 국가에 현금 및 현물로 의무적으로 지불
국가 보상 로열티(Regalía Nacional Compensatoria)
–1988년 3월 7일 Nº981으로 제정된 법령으
로 Beni와 Pando 지역에 허용 된 경제적 이익
규정(Regulación)–탄화수소 감독부에 의해 이
루어지는 활동으로, 법과 부문 규칙의 완수와
경제적 경쟁을 증진하고, 반독점 정책을 실시하
며, 경쟁과 기술, 안전 기준을 방어한다.
확인개발 가채매장량(Reservas Certificadas)–
추정 가채매장량과 가능 가채매장량의 합에 해
당하는 곳으로 전문화 기업에 의해 탄화수소
양의 매장이 확인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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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fluidos que produce un pozo: Petróleo,
gas natural, agua de formación y sedimentos,
antes de ser conducidos a un sistema de
adecuación.
Producción Fiscalizada.- Son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medidos en el Punto de
Fiscalización de la Producción.
Productos Derivados del Gas. - Son los
productos que provienen de la separación
y/o industrialización del gas.
Productos Regulados.- Cualquier producto
derivado de los hidrocarburos que tiene un
precio final regulado por la autoridad
competente.
Productos Refinados de Hidrocarburos. Son los productos denominados carburantes,
combustibles, lubricantes, grasas, parafinas,
asfaltos, solventes, GLP y los sub-productos
y productos intermedios que se obtienen de
los procesos de Refinación del Petróleo.
Punto de Fiscalización de la Producción.Es el lugar donde son medidos los
hidrocarburos resultantes de la explotación
en el campo después que los mismos han
sido sometidos a un Sistema de Adecuación
para ser transportados.
Para campos con facilidades de extracción,
el Punto de Fiscalización de la Producción,
será a la salida de la planta ubicada antes
del Sistema de Transporte y debe cumplir
con los requerimientos de adecuación del
gas o los líquidos de acuerdo a reglamentación.
En los campos donde no existan facilidades
de extracción de GLP y/o Gasolina Natural,
el Punto de Fiscalización de la Producción
será a la salida del sistema de separación
de fluidos. Para este efecto, los productores
instalarán los instrumentos necesarios como
ser: gravitómetros, registradores multiflujo,
medidores másicos, cromatógrafos para
análisis cualitativos y cuantitativos, registradores
de presión y temperatura y todo equipo que
permita establecer las cantidades de GLP y

추정 가채매장량(Reservas Probadas)–지리학
적 정보에 의해서 미래의 탄화수소물의 양을
알 수 있는 탄화수소 매장에 대한 경제성과 운
영 존재가 있는 지역.
가능 가채매장량(Reservas Probables)–추정이
안 되는 탄화수소 매장지로, 지질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
에 대한 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곳
공유매장지(Reservorio Compartido)–탄화수
소 계약 지역의 범위 내에 있고, 석유계약하에
있으며, 탄화수소 개발 단계의 지속성을 갖는
매장지
탄화수소 매장지(Reservorio de Hidrocarburos)
–지표 아래의 하나 혹은 다양한 지점으로 탄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 탄화수
소가 바위에 스며들지 않는 공통의 압력이 작용
하는 지역. 이 법 최종에서 매장지(Yacimiento)와
매장지(Reservorio de Hidrocarburos)는 동의어.
적합성 테스트(Sistema de Adecuación)–탄화
수소 수송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규정에 따르
는 필요한 시설. 적합성 테스트는 지역에서 생
산되는 탄화수소물의 특징에 따라 조절된다.
수송 시스템(Sistema de Transporte)–많은 방
계형 라인을 갖는 수송 트렁크 시스템으로, 수
집 라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송 트렁크 시스템(Sistema Troncal de Transporte)
–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 파이프의 집합으로,
탄화수소 감독부의 허가된 양도를 갖는다.
인지세(Tarifa Estampilla)–관을 통한 탄화수
소 수송에 적용하는 탄화수소 감독부의 방법.
탄화수소 생산지와 목적지 사이에 차별 철폐를
위한 허가로서 고정된 유일한 세금
세금 증가분(Tarifa Incremental)–구체적인 역
할의 수송 능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비용으로, 앞서 말한 확장과 유지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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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olina Natural incorporadas en la
corriente de Gas Natural despachada.
Refinación.- Son los procesos que convierten
el Petróleo en productos denominados
carburantes, combustibles, lubricantes, grasas,
parafinas, asfaltos, solventes, GLP y los
sub-productos y productos intermedios que
generen dichos procesos.
Regalías.- Compensación económica obligatoria
pagadera al Estado, en dinero o en especie,
en favor de los Departamentos productores
por la explotación de sus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Regalía Nacional Compensatoria.- Beneficio
económico otorgado a los Departamentos de
Beni y Pando, de conformidad a la Ley Nº
981, de 7 de marzo de 1988.
Regulación.- Es la actividad realizada por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de cumplir
y hacer cumplir la Ley y la normativa
sectorial, promover la competencia en materia
económica, asegurar el cumplimiento de las
disposiciones antimonopólicas y defensa de la
competencia, así como las normas técnicas
y de seguridad.
Reservas Certificadas.- Son las reservas de
hidrocarburos cuantificadas por empresas
especializadas que corresponden a la suma
de Reservas Probadas y Reservas Probables.
Reservas Probadas.- Son las cantidades de
hidrocarburos que, de acuerdo a informaciones
geológicas y de ingeniería de reservorios,
demuestran con razonable certeza, que en el
futuro, serán recuperables los hidrocarburos
de los reservorios bajo las condiciones
económicas y operacionales existentes.
Reservas Probables. - Son reservas de
hidrocarburos no probadas, en las que los
estudios geológicos y los datos científicos
sugieren que la probabilidad de que sean
recuperables es mayor a la probabilidad de
que no lo sean.
Reservorio Compartido.- Es un reservorio

을 위한 세금분이다.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원주민 부족 토지공동체(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TCO))–원주민 및 토착민들의 공
동체와 부족을 위해 건설된 지리적 공간으로,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형태를 갖는 전통적인 방법을
갖는다. 원주민 부족 토지공동체는 면허권을 갖
고 있고, 자치 요구가 있으며, 비이동권과 전통
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선 고려한다.
면허권(Titular)–YPFB와 공동발전 계약, 공동
생산 계약, 공동위험 계약 및 협약 체결을 한
모든 개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
수송(Transporte)–시설 이용과 관을 통해 석
유와 LPG의 정제물을 이동시키는 활동. 망을
통한 가스의 분배와 재수집 과정에 대한 정의
는 제외한다.
작업량(Unidades de Trabajo)–탐사에 대한
각기 다른 단계에서 면허권자들에 의해 실행되
어야 하는 탐사활동(지구물리학, 자기 측정, 중
량 측정, 탐사 유정의 드릴링 및 탐사를 위한
기타 활동)을 위한 숫자로 표현한 노동 의무
지역 통합(Unitización de Campo)–매장지의
손해를 피하고 공유지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면허권자와 계약 인접지역의 채취 협약
국영석유회사(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YPFB))–1936년 12월 21일 법령
을 통해 설립된 국영회사
유정 확정지(Zona Tradicional)–상업적 채취
가 가능한 탄화수소 생산이 존재하는 지리적
정보를 갖는 지역으로, 행정 명령을 통하여 행
정부가 탄화수소 유정확정지로 선언
비유정 확정지(Zona No Tradicional)–확정유
정지로 정의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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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se encuentra bajo contratos petroleros,
que se extiende más allá de los límites de
un área de contrato, con continuidad
dinámica de la fase de hidrocarburos.
Reservorio de Hidrocarburos.- Es uno o
varios estratos bajo la superficie que estén
produciendo o sean capaces de producir
hidrocarburos, con un sistema común de
presión en toda su extensión, en los cuales
los hidrocarburos estén rodeados por roca
impermeable o agua. Para fines de la
presente Ley, Yacimiento y Reservorio de
Hidrocarburos son sinónimos.
Sistema de Adecuación.- Son las instalaciones
necesarias para acondicionar los hidrocarburos
a ser transportados, de acuerdo a reglamentación.
El Sistema de Adecuación deberá ajustarse
a la naturaleza de los hidrocarburos que
produzca el campo.
Sistema de Transporte. - Es el Sistema Troncal
de Transporte, más las líneas laterales o
ramales. No incluye las líneas de recolección.
Sistema Troncal de Transporte. - Es el
conjunto de tuberías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 que tiene concesión otorgada por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Tarifa Estampilla.- Es la metodología que la
Superintendencia de Hidrocarburos aplica a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mediante la cual se fija una única tarifa
para las Concesiones sin discriminar distancia
entre origen y destino.
Tarifa Incremental.- Es la que considera los
costos necesarios para ampliar y mantener
la capacidad de transporte de cargadores
específicos, y que serán cargados a través
de tarifas a los beneficiados con dicha
ampliación y/o mantenimiento. Se fija por
distancias.
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TCO).Son los espacios geográficos que constituyen
el hábitat de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y originarias, a los que tradicionalmente

376│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han tenido acceso y donde mantienen y
desarrollan sus propias formas de organización
económica, social y cultural, de modo que
aseguran su sobrevivencia y desarrollo.
Serán consideradas 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aquellas que estén tituladas, aquellas
que estén demandas con Auto de Admisión,
aquellas inmovilizadas con Resolución de
Inmovilización y todas las tradicionalmente
reconocidas como tales.
Titular.- Es toda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que haya
suscrito Contratos de Desarrollo Compartido,
Contratos de Producción Compartida,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y Contratos de Asociación
con YPFB.
Transporte.- Es la actividad de trasladar
Hidrocarburos, Productos Refinados de
Petróleo y GLP de un lugar a otro por
medio de ductos, utilizando instalaciones
complementarias. Se excluye de esta
definición la Distribución de Gas por Redes
y líneas de recolección.
Unidades de Trabajo.- Son las obligaciones
de trabajo expresadas en números, para las
actividades exploratorias (geofísica, magnetometría,
gravimetría, perforación de pozos exploratorios
y otras actividades exploratorias), que
deberán ser ejecutadas por el Titular en las
diferentes fases de Exploración.
Unitización de Campo. - Convenio de explotación
celebrado entre Titulares con áreas de
contrato colindantes, que permitirá el desarrollo
eficiente de un campo compartido, evitando
daño al yacimiento.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Empresa Pública creada por
Decreto Ley de 21 de diciembre de 1936.
Zona Tradicional.- Región con información
geológica donde existe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con explotación comercial. El
Poder Ejecutivo, mediante Decreto Supremo,
designará las Zonas Tradicionales Hidrocarburíf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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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a No Tradicional.- Región no comprendida
en la definición de Zona Tradicional.

TÍTULO X

제 10 편

SOCIALIZACIÓN NACIONAL DEL GAS

가스의 사회화

Capítulo Único

단일절

Uso del gas para el desarrollo interno
국내 발전을 위한 가스 사용, 국가 발전을 위
contratos de servicios por extracción de gas
한 채굴서비스 계약
para el Estado
Artículo 139. (Gas para el Desarrollo Interno
del País) El Estado Boliviano, en ejercicio
de su soberanía y del derecho propietario
que le asiste sobre los hidrocarburos,
utilizará el Gas Natural para apoyar y
fomentar el Desarrollo Interno del país y
luchar contra la pobreza y la exclusión
social.

제139조 (국내 발전을 위한 가스)
주권 행사와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갖는 볼리비아 국가는 국내 발전을 지원하고
구성하며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Artículo 140. (Contrato de Compensación de
Servicio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uscribirá con el Titular
un Contrato de Compensación de Servicios
que tendrá por objeto la extracción de
hidrocarburos en Boca de Pozo en la
cantidad y volúmenes que fije el Estado de
acuerdo a la demanda energética del país.
El costo de extracción del Gas Natural del
Yacimiento a Boca de Pozo, será pagado
por el Estado en especie, con Gas del
Yacimiento que explota el Titular de
acuerdo a Reglamento.
En las licitaciones de área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se deberá considerar como un
criterio de adjudicación la oferta de la empresa
proponente que contemple un porcentaje de
Gas Natural para la suscripción del Contrato
de Compensación de Servicios. En los casos
en que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e asocie directamente, el
contrato respectivo deberá contemplar un
porcentaje de Gas Natural para la suscripción
del Contrato de Compensación de Servicios.

제140조 (서비스 보장 계약)
YPFB는 면허권자와 국내 에너지 요구의 따라
국가가 정한 질량의 탄화수소를 추출에 대한
서비스 보장 계약을 체결한다. 규정에 따라 천
연가스 추출 비용은 국가에 지불한다. 탐사와
추출을 위한 경매 지역에서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천연가스 비율은 기업이 제시한 조정기준
을 고려한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YPFB의 경
우에는 계약 책임과 서비스 보상 계약 체결을
위한 천연가스 비율을 제공한다.

Artículo 141. (Uso Social y Productivo del 제141조 (천연가스의 사회적⋅생산적 사용)

37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Gas Natural) El Estado subsidiará con gas
y/o transformado en energía eléctrica, el
consumo destinado a los centros educacionales,
centros de salud, servicios sociales,
consumo domiciliario y asilos, conforme a
Reglamento.
De igual manera, se otorgará este subsidio
para apoyar el desarrollo productivo nacional
con el uso del Gas Natural, como gas y/o
energía para la irrigación del campo, la
industria y la agroindustria nacional, la
pequeña industria y artesaní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la minería, el transporte y
el turismo entre otros de acuerdo a una
clasificación por consumo y al Plan
Nacional que sea elaborado para el efecto,
en base a la Política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Social, que contemple el
aumento de fuentes de trabajo, elevación de
salarios y abaratamiento de precios y otros
beneficios para estantes y habientes del
país.
Artículo 142. (Fondo de Ayuda Interna al
Desarrollo Nacional) Créase el Fondo de
Ayuda Interna al Desarrollo Nacional
destinado a la masificación del uso de Gas
Natural en el país, con los siguientes recursos:
a) La Monetización del Gas Natural
extraído en el marco de los Contratos de
Compensación de Servicios.
b) El cinco por ciento (5%) del saldo del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IDH)
que recibe el Tesoro General de la Nación
(TGN), por concepto de explotación de los
hidrocarburos.
Se autoriza al Poder Ejecutivo a contraer
los créditos necesarios y/o la obtención de
recursos no reembolsables para obtener el
financiamiento que permita desarrollar la
infraestructura de Redes de Gas de manera
equitativa entre todos los Departamentos
con base a los recursos descritos en el
párrafo anterior.

국가는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 및 가정과 고
아원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스에 대해
서는 보조한다. 또한 천연가스의 사용이 지역
관개, 국내 산업과 농산업, 중소기업, 공예, 전
기발전, 광업, 교통, 소비 등급에 따른 여행업
과 같은 국내 생산 발전을 지원할 경우 이 보
조금을 허용한다. 일자리 창출, 임금인상, 가격
인하 및 기타 이익을 위한 정책, 사회⋅경제
발전의 국가정책을 기초로 하여 국가계획으로
진행한다.

제142조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구호기금)
국가 천연가스 사용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구호기금을 창설하며, 다
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한다.
a) 서비스 보장 계약 내에서 추출된 천연가스
의 화폐화
b) 재무부에서 받은 탄화수소 직접세의 결산
의 5%. 앞선 조항에서 언급한 자원을 기초로
하여 모든 도(departamento)에 동등한 방법으
로 가스 망 인프라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용과 반환할 수 없는 자원의 획
득에 대한 계약은 행정부가 담당한다.
c) 규제 시스템의 벌금과 제재는 인프라 발전
을 목적으로 한다.
d) 보호⋅행정 명령의 따른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구호기금은 재경부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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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s multas y sanciones del sistema de
regulación estarán destinadas al desarrollo
de la infraestructura.
b) Tuición.- El Fondo de Ayuda Interna al
Desarrollo Nacional, a reglamentarse por
Decreto Supremo, estará la bajo tuición del
Ministerio de Hacienda.
Artículo 143. (Gas con Destino al Uso
Social y Productivo) En los contratos de
exportación de Gas,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como agregador
negociará, con los titulares que tengan
cuotas de exportación, un porcentaje de las
mismas, con la finalidad de monetizar el
gas mediante ventas al exterior para crear
recursos destinados al Fondo de Ayuda
Interna.

제143조 (사회적⋅생산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
는 가스)
가스 수출 계약에서 중개자로서 YPFB는 자원
창출을 위한 해외 판매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
으로 할 경우 수출 할당을 갖는 면허권자들과
국내 구호기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Artículo 144. (Exención) Quedan exentos
del pago de impuestos los volúmenes de
gas destinados al uso social y productivo
en el mercado interno, referidos en el
presente Título.

제144조 (면제)
이 장에서 언급한 국내시장에서 사회적이고 생
산적인 이용의 목적을 갖는 가스의 양에 대해
서는 세금을 면제한다.

Título Disposiciones transitorias

부칙

Artículo transitorio 1°.- A efectos de realizar
auditorias especiales, en las áreas financiera,
operativa, jurídica y técnica de las empresas
petroleras, resultantes del llamado proceso
de capitalización,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y del proceso de privatización,
se encomienda y conmina a la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a cumplir este
cometido, en un plazo no mayor a 180 días,
con el objeto de establecer el cumplimiento
estricto de las leyes en vigencia, disponiéndose
que para este objetivo sea el Ministerio
Público, la entidad que apoye en los
ámbitos que sean de su competencia.
Artículo transitorio 2. (Pasivos Ambientales
de YPFB) Para los Pasivos Ambientales de
YPFB que existieran a la fecha de
publicación de la presente Ley, el Ministerio

첫째
석유 기업들의 재정, 운영, 법적⋅기술적 분야
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위 자본화
과정의 결과 공동위험 계약, 민영화 과정은 현
행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180일 안으로
공화국의 감시를 받는다. 이는 경쟁 환경을 만
들기 위해 감찰부(Ministerio de Publico)가
담당한다.

둘째
이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재건설된 YPFB와
지속개발부는 자원과 환경의 평가와 회복을 위
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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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Desarrollo Sostenible, en coordinación
con YPFB reestructurado, gestionará recursos
de cooperación para la evaluación y
remediación de los mismos.
Artículo transitorio 3. Se eliminan de la
Cadena de Distribución de Hidrocarburos a
los distribuidores mayoristas, y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YPFB) será
el único importador y distribuidor mayorista
en el país.

셋째
도매 분배에 대한 탄화수소의 분배 체인을 삭
제하고, YPFB가 유일한 국내 수입과 분배 도
매자이다.

Artículo transitorio 4. Los efectos tributarios 넷째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entrarán en 이 법에 명기한 세금조항은 법의 확정과 동시
vigencia a partir de su publicación.
에 시행된다.
Título Disposiciones finales

종칙

Artículo final 1. Quedan abrogadas y derogadas 첫째
todas las disposiciones contrarias a la 이 법과 반대되는 모든 조항은 폐지 및 폐기한
presente Ley.
다.
Artículo final 2. (De los Combustibles de
Origen No Fósil) La producción, la mezcla
둘째 (비화석연료에 대하여)
de combustibles fósiles con combustible de
생산, 식물연료와 화석연료의 혼합, 저장, 분배,
origen vegetal, almacenaje, distribución,
상업화는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다.
comercialización y fomento, serán regulados
por Ley E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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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볼리비아 광업법1)

CODIGO DE MINERIA

광업법

LIBRO PRIHERO

제1 권

TITULO I

제1 편

DEL DOMINIO DE LAS SUBSTANCIAS
MINERALES, DE SU CONCESION Y DE 광물의 소유, 광업권과 광업권의 주체
LOS SUJETOS DE DERECHOS MINEROS

CAPITULO I

제1 장

PRINCIPIOS GENERALES RELATIVOS
소유권과 광업권 총칙
AL DOMINIO Y A LA CONCESION
Artículo 1. Pertenecen al dominio originario
del Estado todas las sustancias minerales en
estado natural, cualesquiera sea su procedencia
y forma de presentación, hállense en el
interior o en la superficie de la tierra. Su
concesión se sujetará a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제1조
자연상태하의 모든 광물은 그것의 기원 및 외
양에 관계없이 지하나 지상에서 발견된 것 모
두 국가의 소유하에 있다. 광업권은 이 법에
따른다.

Artículo 2. El Estado a través del Poder
Ejecutivo, otorgará concesiones mineras a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que las soliciten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ón,
conforme a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제2조
행정부를 통해 이 법에 따라 관할 광산 감독관
에게 신청한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게 광업권을 부여한다.

Artículo 3.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que realicen actividades mineras
quedan sometidas a las leyes del país,
siendo extranjeras, se tiene por renunciada
toda reclamación diplomática sobre cualquier
materia relativa a dichas actividades.

제3조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국법
을 준수하고, 외국인의 경우 광업활동과 관련하
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권리를 포기한다.

Artículo 4. La concesión minera constituye 제4조
un derecho real distinto al de la propiedad 광업권은 해당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한 것일지

1) 1997년 볼리비아 광업법 및 세계법제정보센터 볼리비아 광업법 번역본, 2007년 광업 로열티 개정
본을 포함하여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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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predio en que se encuentra, aunque
aquélla y éste pertenezcan a la misma
persona. Es un bien inmueble, transferible y
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실질적인
transmisible por sucesión hereditaria. Puede
권리를 구성한다.
constituirse sobre ella hipoteca, y ser objeto
de cualquier contrato que no contraríe las
disposiciones del presente Código.
Artículo 5. La concesión minera está
formada por una cuadrícula u por dos o
más cuadriculas colindantes al menos por
un lado, cuya extensión no podrá exceder
las 2.500 cuadrículas.

제5조
광업권은 1스퀘어이거나 2 또는 그 이상의 인
접 스퀘어들로 형성되며, 그 면적은 2,500스퀘
어를 초과할 수 없다.

Artículo 6. La cuadrícula es la unidad de
medida de la concesión minera. Tiene la
forma de un volumen piramidal invertido,
cuyo vértice inferior es el centro de la
tierra y su límite exterior la superficie del
suelo correspondiente planimétricamente a
un cuadrado de quinientos metros por lado
con una extensión total de veinticinco
hectáreas. Sus vértices superficiales están
determinados mediante coordenadas de la
Proyección Universal y Transversa de. Mercator
(UTM), referidas al Sistema Geodésico
Mundial (WGS-84). Dicha cuadrícula
minera está medida y orientada de Norte a
Sur y registrada en el Cuadriculado Minero
Nacional, elaborado conjuntamente entre el
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y 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제6조
스퀘어는 광구에 대한 측정 단위이다. 광구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지구중심의 하부 정점과 외
부 경계선으로 지구 표면의 각 변이 500미터
인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며, 총 면적이 25헥
타르이다. 표면의 꼭짓점은 U.T.M 좌표에 의
해 결정되며, 국제 측지선 시스템 WGS-84를
따른다. 국방지리연구소와 광산기술서비스의 공
동연구로 광구 측량 후 북쪽에서 남쪽 방향의
방위를 맞춰 국가광산 그리드에 등록한다.

Artículo 7. Cada cuadrícula minera se
identifica por el número de la respectiva
hoja de la Carta Geográfica Nacional,
escala 1:50.000 elaborada por el 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y por un Sistema
Matricial de Cuadrícula Minera establecido
por 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제7조
각 광구는 국방지리연구소와 광산기술서비스가
설정한 광산 그리드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제작
된 1:50,000 축적의 국가지리부도에서 개별 쪽
번호로 확인된다.

Artículo 8. Sólo en áreas de las fronteras
internacionales y en las franjas de traslado
de las zonas 19, 20 y 21 de la Proyección
Universal y Transversa de Mercator (UTM),
puede constituirse concesión minera cuyas

제8조
국경지역과 U.T.M 좌표의 19,20,21 지역의 경
우 25헥타르 이하 혹은 비정사각형 형태가로
광구가 설정될 수 있다.

383

부록 4 : 볼리비아 광업법 │

cuadrículas sean menores a veinticinco hectáreas
y no tengan forma cuadrada.
Artículo 9. La cuadrícula no es susceptible de
división material.
La concesión minera de solo una cuadrícula
admite únicamente la división porcentual en
partes accionarias.
La concesión minera de dos o más cuadrículas
es divisible materialmente por cuadrículas.
Cada cuadrícula resultante de la división
subsiste con individualidad propia, mantiene
la prioridad de la concesión original y debe
precisarse mediante las coordenadas U.T.M.
de cada uno de sus vértices. Esta división
se hará por escritura pública inscrita
necesariamente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Sólo
después de cumplidos estos requisitos puede
inscribirse el instrumento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제9조
스퀘어는 물리적으로 분할될 수 없다.
스퀘어로 구성하는 광업권은 지분으로 퍼센트
분할을 인정한다. 둘 이상의 스퀘어로 구성되는
광업권은 스퀘어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
되어 생긴 각 광구는 별개로서 존재하며, 본래
의 광업권에 주어진 우선권을 유지하고 각각의
정점들은 U.T.M. 좌표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
한 분할은 공적인 행위의 수단으로 수행되며,
광산기술서비스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이
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된 후에만 국가실질등록
부에 서류가 등록될 수 있다.

Artículo 10. La concesión minera otorga a
su titular y con la condición del pago de
patentes, el derecho real y exclusivo de realizar
por tiempo indefinido actividades de prospección,
exploración, explotación, concentración, fundición,
refin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todas las
substancias minerales que se encuentren en
ella, incluidos los desmontes, escorias,
relaves y cualesquier otros residuos mineros
o metalúrgicos, respetando derechos preconstituidos.
Se obtiene por concesión del Estado y se
adquiere por actos jurídicos entre vivos y
por causa de muerte, conforme a la ley
civil. Los derechos y obligaciones establecidos
por este Código para los concesionarios
mineros quedan extendidos a quienes ejerzan
posesión legal en virtud de relación
contractual.

제10조
광업권은 그 광업권자에게 특허료를 지불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전에 설정 된 권리와 관련이
있는 폐석, 슬래그, 잔적물 및 기타 선광이나
야금시의 광미를 포함하여, 광구 내에서 발견된
모든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정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하며,
민법에 따라 생존해 있는 개인들 사이와 사망
으로 인한 경우 법률에 따라 취득된다. 이 법
에서 규정된 광업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법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Artículo 11. Las concesiones mineras no se
adquieren por usucapión, excepto después
de expedido el título ejecutorial y con
arreglo a la ley civil.

제11조
광업권은 법적인 권리의 부여 후와 민법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효를 통해 획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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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12. La concesión minera, sus
productos, equipos e instalaciones, son
susceptibles de anotación preventiva, de
embargo y de secuestro judicial, según
corresponda.

제12조
광업권 생산물, 장비 및 시설 등은 경우에 따
라 예방적인 기록, 통상금지, 사법적 압류의 적
용 대상이 될 수 있다.

Artículo 13. La prioridad en la presentación de 제13조
la solicitud otorga derecho preferente para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광업권 취득의
obtener la concesión minera.
우선권을 부여한다.
Artículo 14. Se excluyen de las disposiciones de
제14조
este Código, el petróleo, los demás
약수, 석유, 탄화수소는 특별 규정에 규정되어
hidrocarburos y las aguas minero medicinales,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제외한다.
que se rigen por leyes especiales.
Artículo 15. Los preceptos del artículo 171º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y las
disposiciones pertinentes del convenio No
169 de l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l
Trabajo ratificado por Ley No 1257 de II
de julio de 1991 son aplicables al sector
minero.

제15조
헌법 제171조의 규정과 1991년 7월 11일에
법령 제1257호로 비준된 국제노동기구의 협정
제169호의 관련 내용은 광업 분야에 적용한다.

CAPITULO II

제2 장

DE LOS SUJETOS DE DERECHOS MINEROS 광업권의 주체
Artículo 16. Son sujetos de derecho para
제16조
efectos de este Código todas las personas
이 법의 목적상 법적으로 가능한 개인 또는 법
individuales y colectivas, nacionales o
인, 내국인, 외국인 모두는 광업권의 주체이다.
extranjeras, legalmente capaces.
Artículo 17.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extranjeras no pueden adquirir ni
poseer, a ningún título, directa o indirectamente,
concesión minera dentro de los cincuenta
kilómetros de las fronteras internacionales,
excepto el caso de necesidad nacional declarada
por ley expresa.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que sean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a cualquier título en las áreas
anteriormente mencionadas, pueden suscribir
con personas extranjeras individuales o
colectivas contratos de servicios, de riesgo
compartido u otros, para el desarrollo y
ejecución de actividades y trabajos mineros,
con prohibición expresa de transferirles o

제17조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명시된 법에 언급된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국경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직ㆍ
간접적으로 광업권의 취득 및 소유가 불가능하
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 내에서 광업권을 소유
하고 있는 내국인 및 법인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
법 제66조에 따라 불이행 시 무효화 처벌이 가
능하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과 개발 및 광업활
동을 위한 합작사업 및 계약에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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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endarles total o parcialmente las concesiones
mineras, bajo sanción de nulidad,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66 de este
Código.
Artículo 18. No pueden obtener ni adquirir
concesiones mineras, condominio en ellas,
acciones, cuotas de capital o participaciones
en sociedades mineras, ni suscribir contratos
mineros, personalmente o por interpósita
persona, bajo sanción de nulidad:
a)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El Presidente y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Senadores y Diputados; Ministros de Estado;
Secretarios Nacionales, Subsecretarios, funcionarios
y empleados de la Secretaria Nacional de
Minería y de las entidades de su dependencia;
funcionarios y empleados de las entidades y
corporaciones del Estado que tengan relación
con actividades mineras; Prefectos, Alcaldes
y Miembros de los Conejos Municipales;
Presidente y Ministros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y
miembros del Consejo de la Judicatura ;
Fiscal General de la República; Superintendentes
General y Regionales de Minas; Generales,
Jefes y Oficiales de las Fuerzas Armadas y
de la Policía Nacional, en servicio activo;
b) En el distrito de la jurisdicción donde
ejercen sus funciones:
Funcionarios y empleados de las prefecturas
departamentales;
c) Los administradores trabajadores, empleados,
arrendatarios, contratistas, técnicos y consultores
de los concesionarios mineros, dentro de un
área de dos kilómetros del perímetro de las
concesiones de estos últimos; y
d) Los cónyuges, los ascendientes y descendientes
hasta el primer grado de consanguinidad de
las personas a que se refieren los incisos
anteriores.

제18조
다음의 사람들은 광업권, 공동광업권, 광업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광업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
a) 볼리비아 내: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
원과 하원, 장관, 차관, 광무국의 공무원과 고
용원 및 관련 근무지에서 급료를 받는 자, 국
영 기업체의 직원 및 고용원과 광업활동에 관
련된 자, 경시청장, 시장 및 시의회의 의원, 대
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의
위원, 공화국의 검찰총장, 검사, 광산 감독관
및 지역 감독관, 현역 장군, 합참의장 및 군대
와 경찰의 간부
b) 위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관할구역 내
도(Departmental prefecture)의 공무원 및 고
용원
c) 광업권 소유자의 행정 관리자, 작업인, 고용
원, 임차인, 하청인, 기술자 및 용역원 등은 그
들의 광구 주변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d) 앞의 항들에서 언급한 사람의 배우자, 그들
의 비존속, 상위 일차 친족까지

Artículo 19. Las prohibiciones establecidas en 제19조
el artículo precedente no se aplican:
앞의 조항에서 규정된 금지사항은 다음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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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los derechos mineros obtenidos o
adquiridos por las personas referidas en el
artículo 18, con anterioridad o posterioridad
al ejercicio de las respectivas funciones. En
este último caso, la prohibición subsiste
durante los tres meses siguientes a la cesación
de las funciones;
b) A los derechos referidos en el articulo
18o que sean propios del cónyuge del
inhabilitado, adquiridos antes del matrimonio;
ni
c) A los mismos derechos adquiridos por
sucesión hereditaria.
El inhabilitado por efecto de los incisos a),
b) y d) del articulo 18 tampoco podrá ejercer
simultáneamente funciones de administración
o dirección en empresas o sociedades
mineras.

용하지 않는다.
a) 제18조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그들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한 광
업권. 마지막의 경우에 금지 조치는 그들의 직
무를 종료한 이후 3개월 간 존속
b)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배우자에 의하여
취득된 제18조에 언급된 권리로서, 결혼 이전
에 취득한 것
c) 동일한 권리로서 상속에 의한 취득
앞의 제18조의 a), b) 및 c) 항에 의한 결격사
유가 있는 자는 동시에 광업회사 또는 공동참
여 회사에서 행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ARTICULO 20. Las sociedades y empresas
mineras constituidas antes del ejercicio de
funciones públicas del inhabilitado, en las
que éste sea socio, pueden seguir operando
y ejercer todos los derechos establecidos en
el presente Código, a condición de que el
inhabilitado no desempeñe simultáneamente
funciones de administración en dichas
sociedades y empresas.

제20조
광업회사 또는 공동참여 회사 내에 지분을 소
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그의 공적
인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설립된 광업회사
또는 공동참여 회사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해당 광업회사 또는 공동참여 회사에서 동시에
행정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rtículo 21. Las sociedades mineras
cooperativas legalmente constituidas de
acuerdo a la Ley General de Cooperativas
gozarán de los mismos derechos y tendrán
las mismas obligaciones que este Código
establece para todos los concesionarios
mineros.
Las sociedades cooperativas mineras podrán
asociarse y suscribir contratos de cualquier
naturaleza, incluidos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con 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o con otr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sin
perder su naturaleza de entidades de interés
social.

제21조
협동조합법(General Law on Cooperatives)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광업협동조합은 동
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광업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의무를 갖게
된다. 광업협동조합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들의 위치를 상실함
없이 COMIBOL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과
의 합작사업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계약에도
참여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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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22. El Estado establecerá
mecanismos de fomento, asistencia técnica
y políticas de financiamiento para el
desarrollo de la minería chica y cooperativa.
Asimismo, establecerá sistemas de incentivos
para la protección ambiental en las operaciones
de la minería chica y cooperativa.

제22조
국가는 소규모 광업자나 협동조합을 개발시키
기 위하여 자금조달 정책과 함께 개발 및 기술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광업
자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광산의 환경 보호를
위한 장려제도도 수립한다.

Artículo 23. Las sociedades cooperativas
mineras para la suscripción de cualquier
tipo de contratos acreditarán su personalidad
jurídica y personería de sus representantes
legales conforme a lo dispuesto por la Ley
General de Sociedades Cooperativas.

제23조
광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그 어떤 계
약 형태의 신청을 위해 그들의 법적인 성격 및
그들의 법적 대리인의 자격을 신용한다.

TITULO II

제2 편

DE LAS ACTIVIDADES MINERAS

광업행위

CAPITULO I
DE LA CLASIFICACION
ACTIVIDADES MINERAS

제1 장
DE

LAS

광업행위의 구분

Artículo 24. Las actividades mineras son
proyectos de interés nacional, se rigen por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tienen
carácter de utilidad pública cuando constituyen
parte integrada del proceso de producción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제24조
광업행위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광
업행위들이 광업권자나 운영자에 의하여 수행
되는 생산공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
할 때 공익성이 있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 받
는다.

Artículo 25. Las actividades mineras se
clasifican en:
a) Prospección y exploración;
b) Explotación;
c) Concentración;
d) Fundición y refinación;
e) Comercialización de minerales y metales.

제25조
광업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b)
c)
d)

예비탐사 및 탐사
선광
제련 및 정련
광물 및 금속의 판매

CAPITULO II

제2 장

DE LA PROSPECCION, EXPLORACION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
Y EXPLOTACION DE MINERALES
Artículo 26. Cualquier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puede
realizar actividades de prospección,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yacimientos mineros, incluyendo
desmontes, colas y relaves, así como las

제26조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 또는 법인
은 이 법 및 기타 관련 규범에서 규정된 규범
에 따라 전 국토에서 예비탐사 및 탐사목적을
위한 항공탐사는 물론, 폐석, 광미 및 잔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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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eas de reconocimiento aéreo con fines de
prospección y exploración mineras en todo
포함한 광상에서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 행위
el territorio nacional, con sujeción a las
를 할 수 있다.
normas establecidas en este Código y a
otras normas pertinentes.

CAPITULO III

제3 장

DE LA CONCENTRACION, FUNDICION,
REFINACION Y COMERCIALIZACION 광물 및 금속의 선광, 제련, 정련 및 판매
DE MINERALES Y METALES
Artículo 27. La concentración, fundición,
refin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minerales
y metales se consideran actividades mineras
únicamente cuando se realizan como parte
integrada del proceso de producción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제27조
광물 및 금속의 선광, 제련, 정련 및 판매가 광
업권자나 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필수불가
결한 생산공정으로 수행될 때에만 광업행위로
간주된다.

Artículo 28. Las actividad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que no constituyan
parte del proceso integrado de una producción
minera, pueden realizarse libremente por
cualquier persona nacional o extranjera, con
sujeción al Código de Comercio.

제28조
필수불가결한 광업 생산공정이 아닌, 앞의 조항
에서 언급된 행위들은 상법 규정에 따라 내국
인이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Artículo 29. Los residuos minero - metalúrgicos
pertenecen al titular de la concesión minera o
de la planta de concentración, beneficio, fundición
o refinación de donde provienen.

제29조
야금 광미의 채광은 그들이 어디에 소재하든
간에 개별 광업권의 소유자 또는 선광, 제련
또는 정련 시설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Artículo 30. Es libre e irrestricta la
tenencia y comercialización de minerales y
metales por cualquier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nacional o extranjera, así corno su
utilización en la artesanía, manufactura
especializada y otras actividades, cumpliendo
las normas legales establecidas en el Código
de Comercio y otras que sean aplicables.

제30조
광물 및 금속의 소유와 판매는 상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수공예품, 전문제품의 생산 및 기타 행위를 위
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제약받지 않고 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TITULO III

제3 편

DE LOS DERECHOS Y DE LAS OBLIGACIONES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
DE LOS CONCESIONARIOS MINEROS

CAPITULO I
DE LOS DERECHOS

제1 장
권리

Artículo 31. A partir de la fecha de la 제31조
resolución constitutiva de concesión, el 조광결정서가 발급된 일자로, 광업권자는 법에
concesionario minero obtiene el derecho de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규제 없이 조광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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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ar explorar y explotar minerales
dentro del perímetro de su concesión y de
realizar las otras actividades mineras a que 에서 광물의 예비탐사, 탐사 및 채굴할 권리를
se refiere el articulo 25 dentro o fuera del 갖는다.
perímetro de su concesión, sin otras limitaciones
que las señaladas por ley.
Artículo 32. Las resoluciones constitutivas de
concesión dictadas a partir de la vigencia de
este Código otorgan a sus titulares, además
del derech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precedente, el derecho exclusivo de consolidar
en su favor las concesiones preconstituidas
por pertenencias ubicadas dentro del perímetro
de su concesión, que se extingan por
cualesquiera de las causales señaladas en el
articulo 62 de este Código. Dicha consolidación
se formalizará de conformidad a lo
establecido en el Capítulo II, Titulo II, del
Libro Segundo de este Código.

제32조
이 법의 발효 이후에 발급된 조광결정서는 이
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 그들의 조광구역 내에 소재한 광구로 구
성되는 이전에 설정되었던 광업권을 대신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언급된 권
리에 더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
한다. 그와 같은 통합은 이 법 제2권의 제Ⅱ편,
제Ⅱ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승인된다.

Artículo 33. Si en el área de una petición
minera
por
cuadrículas
existieran
concesiones preconstituidas o parte de ellas
antes de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registradas en 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el Superintendente de Minas otorgará al
peticionario las cuadrículas solicitadas respetando
dichas concesiones.

제33조
스퀘어를 기준으로 한 채광 신청지역 내에서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광산기술서비스에 등
록된, 이전에 설정된 조광구역이나 그 일부가 존
재한다면 광산감독관(Superintendent of Mines)
은 해당 조광구역에 관하여 신청한 스퀘어를
허가한다.

Artículo 34. Los concesionarios mineros
podrán efectuar y establecer dentro y fuera
de sus concesiones las construcciones,
instalaciones y medios de comunicación y
transporte que consideren necesarios para la
realización de sus actividades, con sujeción
a las disposiciones de este Código y demás
normas legales aplicables.

제34조
광업권자는 이 법이 의도하는 바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에 따라 조광구역 내 및 외곽
지역에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
고 간주되는 모든 시설, 장치 및 통신과 수송
수단을 설치하고 건설할 수 있다.

Artículo 35. Dentro del perímetro de su
concesión los concesionarios mineros tienen
derecho al uso de los terrenos de dominio
público para los efectos del articulo anterior,
así como al aprovechamiento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y de maderas, leña, turba y
otros existentes en dichos terrenos, con destino

제35조
조광구역 내에서 광업권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거하여 그들의 광업행위를 하기로 정
해진 해당 토지 내에서 발견된 건설자재, 목재
및 기타 물질들을 사용함은 물론, 앞의 조항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유롭게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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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o a sus actividades mineras, con sujeción
a disposiciones aplicables. Si los terrenos
fueran de dominio privado, el concesionario
minero concertará con el propietario del
suelo o ejercerá su derecho de constituir
servidumbre, o de expropiar, conforme a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있는 권리가 있다.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 광
업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와 합의를 하거나 수용 또는 지역권(地役權)을
행사하게 된다.

Artículo 36. Los concesionarios mineros,
para la realización de sus actividades, pueden
usar y aprovechar las aguas de dominio
público y las que se alumbren o discurran
por sus concesiones, con la obligación de
protegerlas y restituirlas a su cauce o cuenca
natural, cumpliendo con lo establecido en el
presente Código, la Ley de Aguas, la Ley
del Medio Ambiente, sus reglamentos y
otras disposiciones referentes a los recursos
hídricos.

제36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권자는 이 법 the
Law on Waters(수자원을 관리하는 규정 및
기타 내용 등) 등의 규정에 따라 물을 막거나
그들의 자연 하상이나 유역으로 다시 끌어들여
조광구역을 통과하여 흘러나가는 물은 물론, 공
유지 내의 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Artículo 37. El concesionario minero puede
hacer uso de aguas de dominio privado,
previo acuerdo con su titular o después de
cumplidos los trámites de servidumbre o
expropiación establecidos en el presente Código.
No procede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
sobre aguas ni la expropiación cuando se
interrumpa o perjudique la provisión de agua
potable a las poblaciones.

제37조
광업권자는 사유지 소유자와의 사전 합의 또는
이 법에 규정된 모든 수용이나 지역권 처리절
차가 완료된 후에 사유지의 물을 사용할 수 있
다. 수용이나 지역권 제도는 주민에 대한 물
공급이 방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Artículo 38. Cuando el concesionario
minero necesite variar un curso de aguas lo
hará saber por escrito a los propietarios del
suelo, a los concesionarios mineros colindantes,
a los propietarios de plantas de beneficio o
fundición y a los colindantes y vecinos, si
los hubiere. Si en el transcurso de noventa
días, de su notificación ninguno de ellos se
presentare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ón a reclamar su derecho a
usarlas, se entenderá que renuncian a éste.

제38조
광업권자가 수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내용은 서면으로 토지 소유자, 이웃하는 광
업권자, 선광장이나 제련시설 및 이웃 주민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와 같은 통지
를 한 후 90일 이내에 관할 감독관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rtículo 39. Ninguna autoridad no judicial o
persona individual o colectiva puede impedir
la iniciación u ordenar la suspensión de
actividades mineras, bajo sanción de resarcimiento

제39조
사법당국이 아닌 곳 또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법적 자격이 있는 당국이 환경적인 비상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경우와, 작업이 경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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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daños y perjuicios al concesionario,
además de la responsabilidad penal que
pudiera corresponder, salvo que la autoridad
competente comprobara casos de emergencia
ambiental, propase de labores o cuando así
lo exijan la salud y vida del personal.

날 때나 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때 외에는, 해당하는 법적 책임 외에
광업권자에게 이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
록 하는 제재로서 광업행위의 시작을 방해하거
나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CAPITULO II

제2 장

DE LA OPOSICION

이의신청

Artículo 40. Los peticionarios o concesionarios
mineros pueden formular oposición cuando
se presenten nuevas peticiones mineras
superponiéndose total o parcialmente a las
suyas;

제40조
광업신청자 또는 광업권자는 신규 신청 광구가
그들의 광구와 부분적으로 중첩될 경우에는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Artículo 41. Cuando se presente superposición,
únicamente se concederá al peticionario las
cuadriculas no afectadas por la oposición.
Tratándose de oposiciones formuladas por
concesionarios con derechos preconstituidos
a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la
resolución del Superintendente ordenará que
se respeten los derechos del opositor y
concederá las cuadrículas solicitadas por el
peticionario, siempre que existan áreas
disponibles dentro de la o las cuadriculas
afectadas por la oposición.

제41조
중첩될 경우 신규 신청자는 이의신청으로 영향
을 받지 않는 스퀘어에 대해서만 인정받는다.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전 설정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자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스퀘어 내에 승인받을 수 있는 구역이 있다
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감독관의 판결은 이의
신청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명령하고 신규 신
청자가 요청한 광업권을 승인한다.

CAPITULO III

제3 장

DEL AMPARO ADMINISTRATIVO MINERO 행정적 광업 비호
Artículo 42. El Superintendente de Minas
amparará, con el auxilio de la fuerza
pública si fuera necesario, al concesionario
minero o poseedor legal que tenga resolución
constitutiva de concesión, título ejecutorial,
posesión o tenencia legal y cuyas concesiones
o cualesquiera de sus instalaciones fueran
objeto de invasión o perturbación de hecho
que de cualquier modo alteren o perjudiquen
el normal y pacífico desarrollo de sus
actividades mineras, sea persona particular o
autoridad no judicial.
Lo dispuesto en el presente artículo se
aplica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civil y penal a que hubiere lugar.

제42조
경찰의 지원을 받는 광산감독관은 광구 또는
그 시설이 침입을 받거나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광업행위를 변경하거나 방해하는 대상이 되거
나 소란을 일으킬 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상황
이 민간인에 의하여 또는 사법당국이 아닌 기
관에 의하여 발생함을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판결상의 법적 광업권 소유자,
법적 자격 또는 법적 소유를 보호한다.
이 조항의 내용은 개별 민간인에 대하여 및 형
사상 책임에 대하여 편견 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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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ULO IV

제4 장

DE LAS OBLIGACIONES

의무

Artículo 43. Los concesionarios y quienes
realicen actividades mineras están obligados
a cuidar de la vida y salud de sus trabajadores,
aplicando las normas de seguridad e higiene
industrial vigentes. También cuidarán que
sus actividades no causen daño a sus concesiones,
a las colindantes ni a la firmeza de los terrenos
y edificaciones de la superficie.

제43조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광업권자와 기타인은 발
효 중인 모든 산업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
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광업활동이 제3자의 광구에는 물론
이고 자신들의 광구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다
는 것을 확인하거나, 토지의 견고함과 지상의 건
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Artículo 44. Con excepción de las
actividades preexistentes a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las cuales estarán sujetas a
reglamentación especial, el concesionario minero
no podrá realizar actividades minera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en:
a) Ciudades, poblaciones, cementerios y
construcciones públicas o privadas;
b) La proximidad de caminos, canales, lagos,
embalses, ductos, vías férreas, líneas de
transmisión de energía y comunicaciones,
hasta una distancia de cien metros; y
c) La vecindad de los monumentos históricos
y arqueológicos declarados por ley, así
como de los aeropuertos, y de los cuarteles
e instalaciones militares, hasta una distancia
de mil metros.
Los bienes y lugares referidos en los
incisos precedentes si quedan comprendidos
dentro del perímetro de las concesiones no
podrán ser objeto de actividades mineras.
Las entidades públicas o priv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que construyan o mantengan
vías de comunicación terrestre por cuenta del
Estado podrán usar libremente los materiales
y agregados áridos que requieran exclusivamente
para la realización de sus trabajos u obras
que se encuentren dentro del diseño vial,
respetando derechos preconstituidos.

제44조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광업활동
은 제외하고, 광업권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채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a) 시내, 인구중심 지역, 묘지 및 공공 또는 개
인 건설공사장
b) 도로, 운하, 호수, 댐, 파이프라인, 철도, 변
전선로 및 통신선로 인근 100미터 이내
c) 역사적 및 고고학적 유적, 법에 규정된 것과
군 본부 및 시설 인근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앞의 항에서 언급된 대상 및 위치는 조광구역
내에 위치할 수는 있으나, 광업활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볼리비아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국가를 대
신하여 지상 통신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공
공기관 또는 개인은 항상 사전에 규정된 권리
와 관련하여 도로를 유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독점적으로 요구하는 자재 및
골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Artículo 45. Los concesionarios y quienes 제45조
realicen actividades mineras están obligados 광업권자 및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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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jecutar sus trabajos utilizando métodos y
técnicas compatibles con la protección del
medio ambiente, evitando daños al propietario
del suelo y a los concesionarios colindantes y
vecinos y resarciendo los que causaren.

존 사업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 및 기술을 사용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인근 광업권자 및 이웃
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그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rtículo 46. La concesión minera podrá
estar demarcada con mojones fijos en cada
uno de sus vértices. Las características técnicas
y físicas de los mojones serán establecidas
por 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제46조
조광구역의 경계는 각 꼭짓점 위치에 경계석을
놓아 표시할 수 있다. 경계선의 기술적이고 물
리적인 모양은 광산기술서비스가 규정한다.

Artículo 47. Las autoridades nacionales, las
prefecturales y municipales, podrán realizar
inspecciones a las instalaciones o dependencias
de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a objeto de verificar conforme a reglamento,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impositivas,
sociales o ambientales. En caso de establecerse
el incumplimiento de dichas obligaciones, la
autoridad competente deberá efectuar la
denuncia pertinente para su procesamiento y
sanciones correspondientes.

제47조
국가, 도 및 지방 당국은 규정에 따라 세금, 사
회적, 또는 환경문제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를 증명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의
시설과 부동산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앞
에 언급된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했
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에 관한 해당 절차
와 제재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APITULO V

제5 장

DE LAS PATENTES MINERAS

광업 특허료

Artículo 48.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ara mantener vigente su derecho,
están obligados a pagar la patente anual
establecida en el artículo 50 del presente
Código, bajo sanción de caducidad. Los
condóminos son solidaria e indivisiblemente
responsables del pago de esta patente. El
pago de la patente minera se efectuará a
través de los bancos del sistema nacional.

제48조
광업권 소유자는 이 법 제50조에 규정된 연간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광업권 조기 종료의 제재가 가해진다. 공동
소유자는 이상의 특허료 지불에 대하여 공동으
로 그리고 분리할 수 없는 책임을 진다. 광업
특허료는 국립은행을 통하여 지불한다.

Artículo 49. No pueden otorgarse escrituras
públicas sobre concesiones mineras, ni
expedirse títulos ejecutoriales, si no consta
que la patente minera anual está pagada. El
respectivo comprobante de pago formará
parte del protocolo notarial.

제49조
연간 특허료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업
권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행위도 인정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다. 개별적인 영수증은 인증된 조서의 일부가
된다.

Artículo 50.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제50조
constituidas por una o más cuadriculas pagarán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퀘어로 구성된 광업권
una patente por cada año calendario (enero 의 소유자는 매 역년(1월에서 12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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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ciembre)
Esta patente será progresiva de acuerdo a la
siguiente escala:
ANTIGÜEDAD DE MONTO ANUAL POR
LA CONCESION CUADRICULA (En
bolivianos)
1 a 5 años Bs. 125.6 años adelante Bs. 250.Las concesiones mineras preconstituidas
antes de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con una extensión de hasta mil pertenencias
mineras, pagarán una patente fija adelantada
de cinco bolivianos (Bs. 5.-) por pertenencia
por cada año calendario, mientras la concesión
se mantenga vigente por pertenencias.
Las concesiones mineras preconstituidas por
pertenencias con una extensión mayor a mil
pertenencias pagarán la patente anual
adelantada en forma progresiva, de acuerdo
a la siguiente escala:
ANTIGÜEDAD DE MONTO ANUAL LA
CONCESION POR PERTENENCIA (En
bolivianos)
1 a 5 años Bs. 5.00
6 años adelante Bs. 10.00
Para las concesiones preconstituidas mayores
a mil pertenencias (1.000) el año uno para
la aplicación de la escala precedente será el
año 1997.
La patente anual para toda concesión
constituida por cuadriculas se pagará por el
año calendario (enero a diciembre) en la fecha
en que se dicte la resolución constitutiva de
la concesión. En lo sucesivo dicha patente
se pagará por año adelantado.
A partir de la gestión 1998 y hasta el 3 1
de diciembre de cada año, el Poder
Ejecutivo actualizará anualmente el monto
de las patentes precedentemente señaladas,
conforme a la variación del tipo de cambio
oficial, con relación al dólar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más un factor de

특허료를 지불한다. 특허료는 다음의 비율에 따
라 누진된다.
- 광업권 존속 연수에 따라 광구당 연간 금액
(화폐단위: Bolivianos)
- 1년에서 5년 Bs. 125.-, 6년 이상 Bs. 250.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정된 광업권으로서
1,000개까지의 광구로 구성된 광업권은 광구들
을 기준으로 한 광업권이 유효한 동안 매 역년
에 대하여 광구당 5 Bolivianos(Bs. 5.-)의 금
액을 선금으로 고정 특허료를 지불한다.
- 광구들을 기준으로 하여 1,000개 이상의 광
구로 구성되어 있는 전에 설정된 광업권은 다
음의 비율에 따라 누진적으로 연간 특허료를
선금으로 지불한다.
광업권 존속 연수에 따라 스퀘어당 연간 금액
(화폐단위: Bolivianos)
- 1년에서 5년 Bs. 5.00, 6년 이상 Bs. 10.00
- 1,000개 이상의 광구로 구성된 전에 설정된
광업권에 있어서 앞의 비율을 적용하는 첫 해
는 1997년이 된다. 스퀘어를 기준으로 한 광업
권에 대한 연간 특허료는 조광 결정에 명기된
날에 역년 단위로 지불한다. 그 이후에 특허료
는 매 역년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불한다. 1998
년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기관
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공식 환율 변동과 미국달
러의 인플레이션 비율의 50%에 해당하는 보정
요소를 더한 값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특허료
의 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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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ción equivalente al cincuenta por
ciento (50%) de la tasa de inflación del
dólar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Artículo 51. La patente anual se paga por
cuadrícula completa, aun cuando dentro de
su perímetro existan concesiones preconstituidas
antes de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제51조
이 법의 발효 이전에 설정된 조광구역이 주변
에 있다 해도 연간 특허료는 완전한 스퀘어당
금액으로 지불한다.

Artículo 52. El monto de recaudación de la
patente establecida en el articulo 50 de este
Código, será destinado en un 30% al o los
municipios donde se encuentren ubicadas
las concesiones mineras y en un 70% al
sostenimiento d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Superintendencia General, Superintendencias de
Minas y al Servicio de Geología y Minería.

제52조
이 법의 제50조에 규정된 특허료로부터 얻어진
수입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조광구역이 소재
한 지방정부에 30%, 광산기술서비스, 중앙관리
소, 광산감독청 및 광산지질서비스에 70%를
배분한다.

TITULO IV

제4편

DE LAS RELACIONES DE LOS
CONCESIONARIOS

광업권자 사이의 관계

CAPITULO I

제1 장

DE LAS RELACIONES DE LOS CONCESIONARIOS
광업권자와 타 광업권자 및 광업권자와 토지소
ENTRE SI Y CON LOS PROPIETARIOS
유자의 관계
DEL SUELO
Artículo 53. Los concesionarios mineros
autorizarán a sus colindantes el ingreso a
sus lugares de trabajo cuando exista fundado
peligro de inundación, derrumbe o cualquier
otro daño que pudiera ser causado a éstos con
la ejecución de tales labores. Si la autorización
fuera negada por el concesionario, el
solicitante puede obtenerla d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ón.

제53조
광업권자는 현장 작업 수행의 결과로서 홍수나
산사태 또는 이웃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
는 기타 위험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
우에는, 그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광구 내와 작
업 현장에 들어가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가 광업권자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관할 광산감독관으로부터 허가를 얻
을 수 있다.

Artículo 54. El concesionario minero no
debe propasar sus labores en concesión
ajena. Si lo hiciere está obligado a restituir
el valor de lo que extraiga y a indemnizar
los daños y perjuicios.

제54조
광업권자는 이웃한 조광구역 내에서 어떠한 작
업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러한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그는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
환하고 작업의 결과로서 받은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Artículo 55. Los concesionarios mineros
pueden convenir con los propietarios del suelo
respecto de las extensiones de la superficie,
uso y aprovechamiento de los materiales que

제55조
광업권자는 제34조에서 언급된 건설과 시설에
필요한 원자재의 면적과 그것의 사용 및 향유
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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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iten para las construcciones e instalacion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34.

CAPITULO II

제2 장

DE LAS SERVIDUMBRES

지역권(地役權)

Artículo 56. Las servidumbres mineras se
constituyen, modifican y extinguen por
acuerdo de partes o por disposición de la
ley.
Los concesionarios mineros, para el desarrollo
de sus actividades, pueden constituir en
cualquier tiempo toda clase de servidumbres
en cualquier área superficial de dominio
privado y en concesiones mineras colindantes
o vecinas.
Cuando no haya acuerdo de partes, se
aplicarán las normas de los Capítulos III y
IV Título III del Libro Segundo de este
Código.
Los gastos que demande la constitución de
las servidumbres serán pagados por el
titular de la concesión dominante.

제56조
광업 지역권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적 처
분을 통하여 설정, 조정 및 소멸된다.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광업권자는 사유지와 인근
조광구역의 지상에 모든 형태의 지역권을 설정
할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
우에는 이 법 제2권 제3장의 3절과 4절의 규
범에 따른다. 지역권 설정 시에 발생하는 비용
은 지배적인 광업권 소유자가 부담한다.

Artículo 57. Las concesiones mineras
quedan sometidas a la servidumbre de curso
natural de las aguas procedentes de otras
concesiones hasta el desagüe común.

제57조
지역권은 광업권과 동시에 소멸한다. 지역권은
또한 설정 필요성이 변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멸되거나 부분적으
로 감소한다. 지역권은 또한 지배적 광업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확장될 수 있다.

Artículo 58. Las servidumbres se extinguen
juntamente con las concesiones mineras
dominantes. También se extinguen o se
reducen parcialmente cuando cambia la
necesidad de su establecimiento o su titular
las destina a uso distinto para el que fueron
constituidas. Las servidumbres pueden también
ampliare si las necesidades de la concesión
dominante así lo requieren.

제58조
지역권은 광업권과 동시에 소멸한다. 지역권은
또한 설정 필요성이 변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멸되거나 부분적으
로 감소한다. 지역권은 또한 지배적 광업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확장될 수 있다.

CAPITULO III
DE LA EXPROPIACION

제3 장
수용

Artículo 59. El concesionario que no llegue 제59조
a un acuerdo con el propietario del suelo 광업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광업활동을 수
sobre el uso, aprovechamiento, precio o la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 향유, 가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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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ón del terreno necesario para la
realización. de sus actividades
mineras, podrá expropiar a éste, dentro o
fuera del perímetro de su concesión; las
superficies que requiera para erigir las
construcciones e instalacion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34, en sujeción a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los Capítulos
III y IV, Titulo III del Libro Segundo de
este Código.

면적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광
업권자는 이 법 제2권 제Ⅱ편 제Ⅲ장과 Ⅳ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조광구역 내부 또는
외부에 소재한, 제34조에서 언급된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수용할 수
있다.

Artículo 60. La expropiación minera no
requiere, en ningún caso, de declaratoria
previa de necesidad y utilidad pública. A
tal fin las construcciones, ingenios, plantas,
instalaciones y vías de comunicación para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mineras son
obras de interés público.

제60조
광업목적상 수용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필요
성과 공공목적의 사용임을 사전에 공표할 필요
가 없다.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건
축물, 선광장, 제련시설 및 통신시설 등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Artículo 61. El propietario del suelo
recuperará total o parcialmente el suelo
expropiado cuando todo o parte del mismo
se destine a uso distinto de la actividad
minera, o cuando no se haya hecho uso de
él en el plazo de dos años a partir de la
expropiación.

제61조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토지
가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
우에는 수용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는다.

TITULO V

제5 편

DE LA EXTINCION DE LAS CONCESIONES
광업권의 소멸
MINERAS

CAPITULO I
DE LAS CAUSAS DE LA EXTINCION

제1 장
소멸 사유

제62조
Artículo 62. El derecho sobre las concesiones 광업권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다.
mineras se extingue por:
a) Renuncia;
a) 포기
b) Caducidad, y
c) Nulidad.
b) 조기소멸
c) 무효
CAPITULO II
DE LA RENUNCIA

제2 장
포기

Artículo 63. Los concesionarios mineros 제63조
pueden renunciar en cualquier momento 광업권자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total o parcialmente a su concesión, siempre 경우 언제라도 그들의 광업권 전체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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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no afecten derechos de terceros. La
renuncia parcial no implica extinción de la 를 포기할 수 있다. 일부 포기는 광업권 소멸
concesión sino su reducción. La renuncia se 이 아닌 감소를 의미한다. 포기는 이 법의 제
tramitará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los 151조 및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artículos 151º. y siguientes de este Código.
Artículo 64. Las concesiones mineras
sujetas a contratos de arrendamiento, de
opción, de riesgo compartido, de hipoteca u
otros para cuyo cumplimiento sea esencial
la vigencia del derecho concesionario
minero, no pueden ser objeto de renuncia
total o parcial, salvo acuerdo de partes.

제64조
작업 수행을 위하여 완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업권 유지가 필요하고 임대, 합작, 근저당 설
정 또는 기타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광업권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일부 또는 전부가
포기될 수 없다.

CAPITULO III

제3 장

DE LA CADUCIDAD

조기소멸

Artículo 65. Las concesiones mineras
caducan únicamente cuando la patente anual
correspondiente no se pague en el plazo
máximo establecido en el inciso b) del
artículo 155, salvo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4 de las disposiciones transitorias del presente
Código.
La caducidad se opera por imperio de la
ley, no requiere declaración administrativa o
judicial alguna y produce la reversión de la
concesión minera al dominio originario del
Estado.
Si las concesiones mineras estuvieran sujetas
a condominio la caducidad surtirá efecto
para todos los condóminos.

제65조
이 법에서의 일시적인 처분의 경우 외에는 제
155조 b)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허료
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광업권이 조기 소멸
된다. 조기소멸은 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적
인 또는 사법적인 판결을 요하지 않고 본래의
국유지로 광업권이 환원된다. 광업권이 공동소
유인 경우에는 언급된 조기소멸은 모든 공동소
유자에게 유효하다.

CAPITULO IV

제4 장

DE LA NULIDAD

무효

Artículo 66. El acto jurídico por el cual se
otorga una concesión minera es nulo por
haberse pronunciado contraviniendo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los artículos
17 y 18 de este Código.

제66조
광업권이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부여되었다면 광업권 부여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Artículo 67. La acción de nulidad procederá
de oficio o a demanda del titular de la
correspondiente cuadrícula o de un tercero y
será declarada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ón produciendo los

제67조
무효행위는 법적으로 제기되거나 광구 소유주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에 근거할 수
있고, 관할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발부되며, 다
음의 효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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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uientes efectos:
1) Si la concesión fuera declarada nula de
oficio o a demanda de tercero, revertirá al
dominio originario del Estado.
2) Si la concesión declarada nula hubiera
sido otorgada por pertenencias y existiera
titular de la o las cuadrículas en las que se
encuentre ubicada la concesión anulada, se
aplicará lo establecido por el artículo 32 de
este Código.

1) 광업권이 법적으로 선고되거나 제3자가 제
기한 주장에 근거한 것일 경우 이 광업권은 본
래의 국유지로 귀속된다.
2) 무효화가 선언된 광업권이 다른 사람의 주
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무효화된 광업권이
소재한 스퀘어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이 법 제
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TITULO VI
DE LOS CONTRATOS MINEROS

제6 편
광업 계약

CAPI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Artículo 68. Sobre las concesiones,
actividades mineras y sus productos pueden
celebrarse toda clase de actos y contratos,
los mismos que se rigen por el presente
Código y, en lo que fuere aplicable, por el
Código de Comercio, Código Civil y otras
normas legales pertinentes.

제68조
광업권, 광업행위 및 생산물을 포함한 어떤 형
태의 행위나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러한 것은 이 법, 민법, 상법 및 기타 적용 가
능한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Artículo 69. Los títulos ejecutoriales y los
contratos traslativos de dominio, así como
los de riesgo compartido, de arrendamiento
y los de opción de compra, relativos a
concesiones mineras, para tener eficacia
jurídica, deben celebrarse mediante escritura
pública e inscribirse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y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제69조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업권을 포함하여 합작
사업, 임대 및 매각 선택권 계약은 물론이고,
모든 법적 자격과 양도계약 등이 공적인 행위
를 통하여 서명되어야 하고, 광산기술서비스하
의 광산등록부과 실권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
다.

CAPITULO II

제2 장

DE LA TRANSFERENCIA, EL ARRENDAMIENTO
이전, 임대 및 선택사항
Y LA OPCION
Artículo 70. Los contratos de transferencia de 제70조
concesiones mineras no pueden ser 광업권에 대한 이전계약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rescindidos por causa de lesión.
종료되지 않는다.
Artículo 71. El plazo y demás condiciones y
estipulaciones
de
los
contratos
de
arrendamiento y de opción sobre concesiones
mineras quedan librados a la voluntad de
las partes. Los artículos 464o y 688o del

제71조
광업권에 대한 임대 및 옵션 계약에 포함된 기
타 조건과 규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될 수 있다.
민법 제464조와 688조는 광업 문제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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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ódigo Civil no serán de aplicación en
materia minera.
Los tributos aplicables a los contratos de
opción, o aquellos que aparejen una opción,
se pagarán sobre el precio de la opción
solamente cuando ésta se ejecute y la
transferencia se perfeccione.

CAPITULO III

제3 장

DEL PRESTAMO Y LA HIPOTECA

융자 및 근저당

Artículo 72. El préstamo minero se rige por
la ley común.
La concesión minera puede hipotecarse. El
acreedor puede llevar la ejecución u otro
litigio hasta el remate de los bienes
gravados, conforme a la ley civil.

제72조
광업자금 융자는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광업
권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자는 민법
에 의거하여 모든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경
매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rtículo 73. Los acreedores de un
concesionario minero pueden pagar las
patentes establecidas por ley y su acreencia
por este concepto será privilegiada.
Los acreedores quedarán notificados con la
falta de pago de patentes, por medio de la
publicación a que se refiere el inciso a) del
artículo 155.

제73조
광업권자의 채권자는 법에 규정한 특허료를 지
불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특권을 갖는다. 채
권자는 제155조 a)항에 언급된 간행물을 통하
여 특허료 미납을 통지받는다.

Artículo 74. A los efectos de la oponibilidad, los
contratos con garantía hipotecaria o
prendaria deben inscribirse obligatoriamente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제74조
반대의 결과에 대하여, 근저당이나 유치권을 통
하여 확보된 계약은 의무적으로 실권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Artículo 75. La maquinaria, herramientas y
demás bienes son susceptibles de hipoteca
juntamente con la concesión minera. También
puede constituirse prenda sobre ellos.

제75조
기계, 공구류 및 기타 물품들도 또한 광업권과
연계하여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다. 유치권도
역시 앞의 물품들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다.

CAPITULO IV

제4 장

DE LOS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합작계약
Artículo 76. Las sociedades constituidas en
el país, así como las entidades y corporaciones
del Estado, y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nacionales o extranjeras, domiciliadas
y representadas en el país, pueden celebrar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para el
desarrollo o ejecución de trabajos, proyectos,

제76조
개인이나 공동체를 포함한 국영 기업체는 물론
이고, 국내에 설립된 회사는 볼리비아인 또는
외국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서
대표회사 있음을 막론하고, 개발작업 수행, 계
획, 서비스, 조달업무 및 기타 광업활동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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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as, servicios, suministros y otros de
carácter minero. Pueden, asimismo, desarrollar 개발하거나 합작계약의 주 목적에 부응하는 보
o ejecutar los trabajos, obras y servicios 완작업이나 부수적인 작업, 또는 서비스 업무를
complementarios o accesorios al objeto 수행할 수 있다.
principal d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Artículo 77. Las personas individuales o
colectivas extranjeras que suscriban contratos
mineros de riesgo compartido se rigen por
las leyes nacionales; deben constituir domicilio
en Bolivia y cumplir los demás requisitos
establecidos en la legislación nacional.

제77조
볼리비아인 또는 외국인을 막론하고, 합작 광업
계약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볼리비아 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에 규정된 모든 기타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볼리비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Artículo 78. 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no
constituye sociedad ni establece personalidad
jurídica. Los derechos y obligaciones asumidos
por las partes y la forma de cubrir la
responsabilidad hacia terceros se rigen por
lo acordado en el respectivo contrato.

제78조
합작계약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
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및 제3자에 대한 채
무는 각각의 계약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Artículo 79. 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debe celebrarse mediante escritura pública.
Surte efecto legal respecto a terceros desde
la fecha de su inscripción en el Registro de
Comercio.

제79조
합작계약은 공식 문서를 통하여 작성되어야 한
다. 계약은 상업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일자부터
제3자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Artículo 80. 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contendrá, además de todo aquello
que las partes convengan:
a) Objeto, con especificación de las actividades
a realizar y de los medios acordados para
su ejecución;
b) Plazo, que podrá ser fijo o determinado
por la duración del proyecto que constituya
el objeto;
c) Denominación, que deberá estar seguida
de la expresión Riesgo Compartido “R.C.”.
d) Nombre o denominación, nacionalidad,
domicilio y datos de inscripción en el Registro
de Comercio, en su caso, de cada una de
las partes. Tratándose de sociedades debe
insertarse en la escritura la resolución del
órgano societario que aprobó la celebración
d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e) Obligaciones asumidas por las partes, las

제80조
합작계약은 당사자간의 모든 약속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수행하게 될 활동을 명기한 목적과 합의된
수행 방법
b) 목적에서 언급된 프로젝트 기간에 근거한
고정되었거나 결정된 기간
c) 합작투자(RC: Riesgo Compartido)의 표현
이 뒤따르는 명칭
d) 각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업등록
사무소에 제출한 명칭, 국적 및 등록일 등. 법
인체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 합작계약 신청을
승인하는 법인의 결정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 각 당사자의 책임, 광산의 일반자금 제공을
약속한 분담금 및 모든 일반활동을 위한 자금
제공 방법
f) 대표자 및 관리자의 임명으로서, 성명 또는
명의, 주소, 권한 등을 명시한다.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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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ciones o aportes comprometidos y
los modos de financiar las actividades
comunes ;
f) Designación de los representantes y
administradores con especificación del nombre
o denominación, domicilio y facultades. En
el contrato se estipulará la forma de
reemplazarlos en caso de muerte, incapacidad,
impedimento, renuncia u otros que correspondan;
g) Sistema o forma convenidos para la
participación de los contratantes en la
distribución de los resultados, ingresos y
gastos;
h) Causales de separación y exclusión de
alguna de las partes, así como las condiciones
de admisión de nuevas partes;
i) Sanciones por incumplimiento de obligaciones;
j) Obligatoriedad de establecer un sistema
de contabilidad y preparación de estados
financieros y balances de acuerdo con la
legislación nacional;
k) Causas de resolución y extinción del
contrato y forma de designación del o los
liquidadores, y
1) Régimen de solución de controversias.

사망, 무능력, 신체장애, 사퇴 또는 기타 합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될 수 있음을 명
문화한다.
g) 이익, 소득 및 비용 등의 배당에서 합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소집하는 체계 또는
형식
h) 일부 당사자의 분리 또는 배제 사유 및 마
찬가지로 신규 당사자의 가입 사유
i) 의무사항의 불복종으로 인한 제재
j) 볼리비아 법령에 의한 회계제도 제정에 대한
의무사항 및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의 작성
k) 계약 종료 및 소멸 사유와 수탁관리자의 임
명
l) 분쟁의 해결

Artículo
81.
Los
representantes
y
administradores del riesgo compartido deben
tener poderes suficientes de todas las partes
para ejercer los derechos y contraer las
obligaciones relativas al desarrollo y
ejecución del contrato.

제81조
합작사업의 대표자 및 관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소유하고 개발과 계약
의 이행에 관련된 의무를 진다.

Artículo 82. Salvo estipulación expresa en
contrario, no se presume la solidaridad ni
la responsabilidad ilimitada de las partes en
los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por los
actos y operaciones de éste, ni por las
obligaciones contraidas frente a terceros.

제82조
별도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합작계약상
당사자는 합작계약상의 행위 및 운영으로부터
또는 제3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무한하게 책임, 연대책임 및 부채를 지
지 않는다.

Artículo 83. La quiebra de cualesquiera de
las partes o la incapacidad o muerte de los
contratantes individuales no causa la
extinción del contrato de riesgo compartido,
salvo pacto en contrario.

제83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느 일방의 파산이나
어느 개인의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합작사업의
소멸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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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LO VII
DISPOSICIONES ESPECIALES

제7 편
특별 처분

CAPITULO I
DEL MEDIO AMBIENTE

제1장
환경

Artículo 84. Las actividades mineras se
realizarán conforme al principio de
desarrollo sostenible, en sujeción a la Ley
del Medio Ambiente, sus Reglamentos y el
presente Código.

제84조
광업활동은 환경법(Environmental Law) 및 그
관련규정과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
한 개발이 수행된다.

Artículo 85.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están obligados a controlar todos
los flujos contaminantes que se originen
dentro del perímetro de sus concesiones, así
como en sus actividades mineras, en conformidad
con las normas legales aplicables.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que únicamente realicen actividades de
prospección y exploración controlarán solamente
los flujos que pudieran originarse en dichas
actividades mineras.
El Estado establecerá mecanismos financieros
o tributarios para facilitar el control de los
flujos contaminantes que no estuvieran
relacionados con el proceso productivo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y que se,
hubieran originado en actividades mineras
realizadas con anterioridad a la vigencia de
la Ley del Medio Ambiente o a la fecha
de obtención de la concesión minera si ella
fuere posterior.

제85조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는 적용 가능한 법적 규
범과 기준에 따라 광업활동은 물론이고, 조광구
역 내의 모든 오염물질 유출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예비탐사 및 탐사만을 수행하는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는 언급된 광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유출물만을 관리한다. 국가는 광업권자 또는 운
영자의 생산공정과 연계되지 않고 환경법의 발
효 이전에 수행된 광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광업권이 나중에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광업권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조세제도를
제정한다.

Artículo
86.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están obligados a mitigar
los daños ambientales que se originen en
sus concesiones y actividades mineras, según
reglamentación especial.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que
únicamente realicen actividades de prospección
y exploración mitigarán solamente los daños
ambientales que pudieran originarse en

제86조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는 특별 규정에 따라 그
들의 조광구역이나 광업활동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를 완화시킬 책임을 진다. 예비탐사 및 탐
사활동을 수행하는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는 언
급된 광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완화
시킬 책임만을 진다.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는
환경법 발효 이전, 또는 광업권이 이후에 승인
되었을 경우에는, 광업권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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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as actividades mineras.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no
están obligados a mitigar los daños ambientales
producidos con anterioridad a la vigencia
de la Ley del Medio Ambiente o a la fecha
de obtención de la concesión minera, si ella
fuere posterior. Estos daños se determinarán
a través de una auditoria ambiental a cargo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Los
resultados de esta auditoría ambiental constituirán
parte integrante de la licencia ambiental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Si 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no
realiza la precitada auditoria ambiental asume
la responsabilidad de mitigar todos los daños
ambientales originados en sus concesiones y
actividades mineras.
Las responsabilidades del concesionario u
operador minero por daños al medio ambiente
subsisten aún después de la reversión de la
concesión minera al dominio originario del
Estado.
Las acciones por daños al medio ambiente
originados en actividades mineras prescriben
en el plazo de tres años.

환경파괴를 완화시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에
서 언급된 파괴의 범위는 환경감사를 통하여
결정되고, 광업권자 또는 운영권자가 수행한다.
환경감사의 결과는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승인되는 환경허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
분이 된다. 광업권자 또는 운영권자가 위의 환
경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조광구
역 또는 광업활동에서 초래된 모든 환경파괴를
완화시킬 책임을 진다. 환경파괴로부터 발생한
광업권자 또는 운영자의 책임은 조광구역이 본
래의 국유지로 환원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Artículo 87. La licencia ambiental para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mineras,
establecida por la legislación ambiental vigente,
será otorgada por la autoridad ambiental en
base a informes técnicos expedidos por la
Secretaria Nacional de Minería. Dicha licencia
ambiental incluirá en forma integrada todas
las autorizaciones, permisos o requerimientos
de protección ambiental legalmente establecidos
para las actividades mineras.

제87조
현행 환경법률에 규정된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허가는 국가광업사무국에서 발행한
기술보고서에 근거하여 환경당국이 승인한다.
환경허가에는 모든 권한, 허용사항 또는 광업활
동을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환경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Artículo 88. Las normas y limites
permisibles ambientales que regulen las
actividades mineras establecidos en los
Reglamentos de la Ley del Medio Ambiente,
considerarán los niveles de contaminación
existentes y los procesos tecnológicos en uso
económicamente disponibles y las normas e

제88조
환경법 내규에 규정된 광업활동을 규제하는 허
용 가능한 환경 기준 및 제한사항은 적절한 기
술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과 보상은 물
론, 기존의 오염 수준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방법 및 경제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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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os para establecer, de manera progresiva,
los procesos tecnológicos apropiados.
Artículo 89. Los concesionarios mineros
pueden realizar actividades mineras en áreas
protegidas cuando un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establezca que dichas
actividades no afectan el cumplimiento de
los objetivos de protección del área.

제89조
광업권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광업활동이
보호지역에 대한 목적에 순응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지역에서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Artículo 90. Las actividades de prospección y
exploración en áreas no protegidas no
requieren de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siendo solamente aplicables
las normas de control y protección ambiental,
conforme a reglamentación especial.
Aquellas otras actividades mineras cuyos
impactos al medio ambiente no fueran
significativos y para las cuales sea posible
establecer de manera general, mediante
reglamento, las acciones precisas requeridas
para evitar o mitigar dichos impactos,
tampoco requieren de estudio de 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debiendo cumplir con
lo establecido en reglamento especial.

제90조
비보호지역에서의 예비탐사 및 탐사활동은 환
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특별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환
경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기타의 광업
활동과, 이를 위하여 법규를 통해 일반적인 기
준을 규정할 수 있는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
을 피하거나 완화시킬 것이 요구되는 명확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고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CAPITULO II

제2 장

DE LA CORPORACION MINERA DE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BOLIVIA
Artículo 91. 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es una empresa pública, autárquica,
dependiente de la Secretaría Nacional de Minería,
encargada de la dirección y administración
superiores de la minería estatal.
Esta entidad dirige y administra, sin realizar
directamente actividades mineras, y solo
mediante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prestación de servicios o arrendamiento:
a) Los grupos mineros nacionalizados por
Decreto Supremo No. 3223 de 3 1 de
octubre de 1952, elevado a rango de Ley el
29 de octubre de 1956;
b) Las demás concesiones mineras obtenidas

제91조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는 국가기관이자 독점적인 존재이
고, 국가광업사무국의 지도하에 있으며, 국영광
업회사를 지도 감독하고 운영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 기관은 어떠한 광업활동에도 직접적으
로 참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합작계
약, 서비스 계약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지도 감
독하고 운영한다.
a) 1956년 10월 29일에 법률로 된 1952년 10
월 31일이자 최고법령 N°3223을 통하여 국유
화된 광업 그룹
b) 일정한 자격하에 취득된 기타 광업권

406│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o adquiridas a cualquier título;
c) Los residuos minero - metalúrgicos provenientes
de las concesiones mineras mencionadas en
los incisos anteriores;
d) Las plantas de concentración, volatilización,
fundición, refinación, plantas hidroeléctricas
y otras de su propiedad; y
e) El Cerro Rico de Potosí, sus bocaminas,
desmontes, colas, escorias, relaves, pallacos
y terrenos francos del mismo, respetando
derechos preconstituidos.

c) 앞의 항에서 언급된 조광구역에서 발생한
광업-야금 결과의 광미
d) 선광, 제련, 정련, 수력발전 및 이 기관이
소유한 기타 시설
e) Potosi의 Cerro Rico 및 그의 광산, 폐석,
광미, 슬래그, 충적잔류물, 유휴지 등

Artículo 92. En cumplimiento de lo
establecido por el artículo 138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los grupos mineros
nacionalizados no caducan ni pueden ser
transferidos o adjudicados en propiedad a
personas privadas individuales o colectivas y
están exentos del pago de patentes mineras.
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puede
realizar actos de disposición respecto de
aquellas concesiones mineras que no
hubieren sido objeto de la nacionalización.
Dichas concesiones mineras están sometidas
a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제92조
헌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화된 광업회
사는 해체되지 않으며, 개인 또는 공동체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고, 광업 특허료의 지불
로부터 면제된다. COMIBOL은 국유화되지 않
은 광업권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한 광업권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Artículo 93. Decláranse con título perfecto las
concesiones mineras con titulo ejecutorial
obtenidas o adquiridas por 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a cualquier titulo con
posterioridad al 31 de octubre de 1952,
hasta la fecha de publicación del presente
Código.
Artículo 94. 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transferirá mediante 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 las concesiones miner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que no estén
sujetas a contratos de riesgo compartido o
arrendamiento a la fecha de publicación del
presente Código.

제93조
1952년 10월 31일 이후에 그리고 이 법이 공
포될 때까지 적절한 권리하에 COMIBOL에
의하여 취득된 광업권은 완전한 권리를 소유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94조
COMIBOL은 이 법의 공포일 당시에 합작투
자 또는 임대계약의 대상이 아닌, 전 조항에서
언급된 광업권을 국제입찰 과정을 통하여 양도
할 수 있다.

Artículo 95. Si la licitación pública 제95조
internacional, convocada por segunda vez, 2차로 소집된 국제 공개입찰이 무효가 선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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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ra declarada desierta, las concesiones
mineras materia de la licitación revertirán 는 경우에 입찰 대상인 광업권은 법에 따라 본
por imperio de la ley al dominio originario 래의 국유지로 귀속된다.
del Estado.

TITULO VIII

제8 편

DEL REGIMEN REGALITARIO E IMPOSITIVO
추가광업세
MINERO

CAPITULO I

제1 장

DE LA REGALIA MINERA

광업 로열티

Artículo 96. Quienes realicen las actividades
mineras
indicadas en el Artículo 25 del presente
Código, están sujetos al pago de una Regalía
Minera (RM)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presente título. La RM no alcanza a las
manufacturas y productos industrializados a
base de minerales y metales.

제96조
현행 광업법 제25조항에 명시된 광업활동을 실
행하는 주체들은 이 조항에 따라 확정된 광업
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 광업 로열티는 광물과
금속에 기초한 산업 생산물 및 가공 생산물 범
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Artículo 97. La base de cálculo de la
Regalía Minera es el valor bruto de venta.
Se entiende por valor bruto de venta el
monto que resulte de multiplicar el peso
del contenido fino del mineral o metal por
su cotización oficial en dólares corrient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La cotización oficial, es el
promedio aritmético quincenal determinado
por el Poder Ejecutivo en base a la menor
de las cotizaciones diarias por transacciones
al contado registradas en la bolsa de
metales de Londres o en su defecto en
otras bolsas internacionales de metales o en
publicaciones especializadas de reconocido
prestigio internacional, según reglamento, A
falta de cotización oficial para algún
mineral o metal, el valor bruto de venta es
el valor consignado en la factura de venta,
Declaración Única de Exportación o documento
equivalente.

제97조
광업 로열티 계산은 총 판매수익에 기준한다.
공시가격은 런던 금속시장이나 기타 국제 금속
시장 등에 등록된 교역시세를 기준으로 행정부
가 매 15일마다 정하는 평균값이다. 공시가격
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송장이나
수출신고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재
된 금액을 총 판매수익으로 한다

Artículo 98. La alícuota de la RM se 제98조
determina de
광업 로열티의 적용률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acuerdo con las siguientes escalas: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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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금, 아말감, 정광 이전 상태, 석출
Oro en estado natural, amalgama, preconcentrado, 물, 침절물, 금괴상태 등의 금에 대하여:
concentrado, precipitado, bullón o barra 금의 트로이온스(Onza Troy) /
fundida y lingote refinado:
공시가격(US$)
적용률(%)
Cotizacion oficial del oro por
Onza Troy
Mayor a 700
Desde 400 Hasta 700
Menor a 400

Alicuota(%)
7
0.01(CO)
4

7
0.01(CO)
4

700 이상
400 ~ 700
400 이하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주변부의 광상 및
유황 광물:
Oro que provenga de yacimientos marginales 금의 트로이온스(Onza Troy) /
y minerales
공시가격(US$)
적용률(%)
sulfurosos que requieran alta tecnologia
700 이상
5
para su produccion:
400 ~ 700
0.00667(CO) + 0.333
Cotizacion oficial del
Alicuota(%)
oro por Onza Troy(US$)
Mayor a 700
5
Desde 400 Hasta 700 0.00667(CO) + 0.333
Menor a 400
3

Para la Plata en concentrados, complejos,
precipitados, bullon
o barra fundida y lingote refinado:
Cotizacion oficial de la plata
por Onza Troy
Mayor a 8
Desde 4 Hasta 8
Menor a 4

Alicuota(%)
6
0.75(CO)
3

Para el Zinc en concentrado o metalico:
Cotizacion oficial del zinc por
Libra Fina(Dó́lares
Americanos)
Mayor a 0.94
Desde 0.475 hasta 0.94
Menor a 0.475

Alicuota(%)
5
8.43(CO) - 3
1

3

400 이하

은정광, 침전물, 은괴에 대하여:
은의 트로이온스(Onza Troy) /
공시가격(US$)
8 이상
4 ~ 8
4 이하

적용률(%)
6
0.75(CO)
3

정광 중의 연과 아연에 대하여:
아연의 파운드(Libra Fina) /
공시가격(US$)
0.94 이상
0.475 ~ 0.94
0.475 이하

적용률(%)
5
8.43(CO) - 3
1

정광 중의 납과 납에 대하여:
납의 파운드(Libra Fina) /
공시가격(US$)
0.60 이상
0.30 ~ 0.60
0.30 이하

적용률(%)
5
13.4(CO) - 3
1

Para el Plomo en concentrado o metalico:

정광 중의 주석과 주석에 대하여:
주석의 파운드(Libra F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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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izacion oficial del
plomo por Libra Fina
(Dó́lares Americanos)
Mayor a 0.60
Desde 0.30 hasta 0.60
Menor a 0.30

Alicuota(%)
5
13.4(CO) - 3
1

Para el Estano en concentrado o metalico
Cotizacion oficial dek
estaño por Libra
fina(Dó́lares Americanos)
Mayor a 5
Desde 2.50 hasta 5
Menor a 2.50

Alicuota(%)
5
1.6(CO) - 3
1

Para el Antimonio en concentrados, trioxido
o metalico
Cotizacion oficial dek
Antimonio por TMF(Dó́lares
Americanos)
Mayor a 3800
Desde 1500 hastsa 3800
Menor a 1500

Alicuota(%)
5
0.00174(CO) 1.6087
1

Para el Wolfram en concentrado o metalico:
Cotizacion oficial de
wolfram por ULF(Dó́lares
Americanos)
Mayor a 240
Desde 80 hasta 240
Menor a 80

Desde 0.70 hasta 2
Menor a 0.70

적용률(%)
5
1.6(CO) - 3
1

정광 중의 안티몬과 삼산화안티몬 및 안티몬에
대하여:
안티몬의 TMF /
공시가격(US$)
3800 이상
1500 ~ 3800
1500 이하

적용률(%)
5
0.00174(CO) - 1.6087
1

정광 중의 텅스텐과 텅스텐에 대하여:
텅스텐의 ULF /
공시가격(US$)
240 이상
80 ~ 240
80 이하

적용률(%)
5
0.025(CO) - 1
1

정광 중의 구리와 구리에 대하여:
구리의 파운드(Libra Fina) /
공시가격(US$)
2 이상
0.70 ~ 2
0.70 이하

적용률(%)
5
3.0769(CO) - 1.1538
1

Alicuota(%)
5
0.025(CO) - 1
1

Para el Cobre en concentrados o metalico:
Cotizacion oficial del cobre
por Libra Fina(Dó́lares
Americanos)
Mayor a 2

공시가격(US$)
5 이상
2.50 ~ 5
2.50 이하

Alicuota(%)
5
3.0769(CO) 1.1538
1

Para el Bismuto en concentrado o.metalico

정광 중의 비스무트와 비스무트에 대하여:
비스무트의 파운드(Libra Fina) /
공시가격(US$)
10 이상
3.50 ~ 10
3.50 이하

적용률(%)
5
0.6154(CO) - 1.1538
1

철 광물에 대하여:
변태등급
Concentrados y lumps
Pellets
스폰지철

붕소 광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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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률(%)
4
3
2

Cotizacion oficial de
bismuto por Libra
Fina(Dó́lares Americanos)
Mayor a 10
Desde 3.50 hasta 10
Menor a 3.50

Alicuota(%)
5
0.6154(CO) 1.1538
1

Para minerales de Hierro:
Grado de Transformació́n
Concentrados y lumps
Pellets
Hierro esponja y arrabio

Alicuota(%)
4
3
2

Para minerales de Boro:
Grado de Transformació́n
Ulexita sin procesar
Ulexita calcinada
Minerales de Boro con
leyes intermedí́as

Alicuota(%)
5
3 ~ 5

Tipo de piedra
Piedras semipreciosas
Piedras preciosas y metales

Alicuota(%)
4
5

3

변태등급
가공하지 않은 울렉사이트
연소시킨 울렉사이트
평균 분석값의 붕소 광물

적용률(%)
5
3 ~ 5
3

평균 분석값 붕소 광물의 적용률은 행정부가
승인한 규칙에 따른다.
보석용 원석, 준 보석, 기타 귀금속: (Piedras
preciosas, semipreciosas y otros metales
preciosos:)
원석의 종류
준보석
보석용 원석과 금속

적용률(%)
4
5

인듐 및 레늄에 대하여:
금속
인듐
레늄

적용률(%)
5
5

인듐과 레늄에 대해서는 국가의 광물 및 금속
La alicuota referida a minerales de Boro 의 상업화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con leyes
(SENARECOM)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결
intermedias se sujetara a reglamento a ser 정하는 경우에 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형태
aprobado por el Poder
및 상황에 따라 광업 로열티가 적용된다.
Ejecutivo.
Piedras preciosas, semipreciosas y otros 석회암에 대하여:
metales preciosos:
제품
적용률(%)
석회암

3.5

광업법 제96조 2항에 포함된 석회암의 경우는
제외한다.

Para el Indio y Renio en cualquier estado:
Metal
Indio
Renio

Alicuota(%)
5
5

En el caso del Indio y Renio, la RM se
aplicara cuando estos
elementos tengan valor comercial, lo cual
sera determinado por el Servicio Nacional
de Registro y Control de la Comercializacion
de Minerales y Metales (SENARECOM), en
la forma y condiciones a ser establecidas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물 및 금속의
적용률은 총 판매수익에 대하여 2.5%로 한다.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광물 및 금
속의 적용률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행정부는
입법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내수시장에서 광물
및 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위 적용률의 60%를
적용한다.
광물 로열티의 시중 가격은 행정부의 내규에
따라서 2009년 관리 이후 매년 증가할 수 있
다.

411

부록 4 : 볼리비아 광업법 │

mediante Reglamento.
Para la Piedra Caliza en cualquier estado:
Producto
Piedra Caliza

Alicuota(%)
3.5

Se exceptua la caliza de la disposicion
contenida en el paragrafo segundo del
Artículo 96 de este Codigo.
Para el resto de los minerales y metales no
consignados en las anteriores escalas, se
establece una alicuota del 2.5% sobre el
valor bruto de ventas como RM. En caso
de ser necesario determinar una escala
especifica de alicuotas para un mineral o
metal especifico no consignado en las anteriores
escalas, el Poder Ejecutivo solicitara su
aprobacion al Poder Legislativo.
En las ventas de minerales y metales en el
mercado interno se aplicara el 60% (sesenta
por ciento) de las alicuotas establecidas
precedentemente.
Las escalas de cotizaciones para la RM
podran actualizarse
anualmente a partir de la gestion 2009, de
acuerdo a Reglamento establecido por el
Poder Ejecutivo.
Artículo 99. La RM se liquidará y pagará
aplicando la
alícuota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precedente sobre la
base de cálculo definida en el Artículo 97
de la presente Ley, en cada
operación de venta o exportación realizada.
Cada liquidación así
determinada se asentará en un libro llamado
Ventas Brutas - Control
RM.
Asimismo, el comprador de minerales o
metales descontará el
importe de la RM liquidado por sus
proveedores que se asentará en
un libro llamado Compras - Control RM,

제99조
광업 로열티는 각각의 판매 또는 수출에 대하
여 제97조에 명시된 과세기준에 따라 전 조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결
정된다. 각각의 결정은 ‘총 판매관리’라 칭하는
장부에 등록된다. 마찬가지로 광물 또는 금속의
구매자는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 광업 로열티액
을 공제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총 구입관리’라
칭하는 장부에 등록한다. 각 회계연도 종료시점
에 수동적 주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결정된 세액의 합계로부
터 발생한 광업 로열티의 총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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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ún Reglamento.
Las empresas que manufacturen productos a
base de minerales
y metales, empozarán la RM retenida a sus
proveedores de minerales
en la forma y plazos que se establecerán
por Reglamento.
Artículo 100. El importe recaudado por
Regalía Minera
se distribuirá de la siguiente manera:
I. 85% (Ochenta y cinco por ciento) para
la Prefectura del
Departamento productor, la que destinará al
menos el 85%
(Ochenta y cinco por ciento) de ese monto
a inversión
pública, del cual al menos el 10% (Diez
por ciento) será
utilizado en actividades de prospección y
exploración, reactivación productiva y
monitoreo ambiental en el sector
minero con entidades ejecutoras especializadas
en desarrollo
y exploración minera.
II. 15% (Quince por ciento) para el
Municipio productor, el que destinará al
menos el 85% (ochenta y cinco por ciento)
de ese monto a inversión pública.
La recaudación por concepto de RM será
transferida en
forma directa y automática, a través del
sistema bancario en fiscales de las Prefecturas
Departamentales y Municipios
respectivamente.
Artículo 101. Las personas naturales y
juridicas que
realicen las actividades mineras senaladas
en el Articulo 25 del presente Codigo,
estan sujetas en todos sus alcances al
Regimen Tributario de la Ley N° 843
(Texto Ordenado Vigente) y sus reglamentos.
Se establece la acreditacion de la Regalia

제100조
광업 로열티로 징수된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분배된다.
1. 85%: 생산지역 주 당국에 분배. 분배액의
최소 85%는 공공투자에, 최소 10%는 광업금
속 부문의 전망과 탐사, 생산 재활성화, 환경모
니터링 등에 배정
2. 15%: 생산지역 시 당국에 분배. 분배액의
최소 85%는 공공투자에 배정
광업 로열티 과세는 담당하는 주 당국과 시 당
국의 예산제도를 통해 직접적이고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제101조
이 법 제25조에 명시된 광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법 제843호와 시행규칙의 세
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업 로열티의 금속 및
광물의 공식 시세를 다음과 같이 다룬다.

413

부록 4 : 볼리비아 광업법 │

Minera contra el 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IUE) solo cuando la
cotizacion oficial de cada metal o mineral
al momento de liquidar la RM sea inferior
a los precios senalados a continuacion:
Mineral o Metal
Oro
Plata
Zinc
Plomo
Estaño
Antimonio
Wó́lfram
Cobre
Bismuto
Hierro(Slabs o
planchones

Cotizació́n
400$us/onza troy
5.55$us/onza troy
0.53$us/libra fina
0.30$us/libra fina
2.90$us/libra fina
2,802$us/tonelada métrica
80$us/Unidad larga fina
1.04$us/libra fina
3.50$us/libra fina
340$us/tonelada métrica

En el caso de minerales de Hierro, para
efectos de la aplicacion de la tabla
precedente se tomara como unica referencia
el precio del Slab o Planchon, independientemente
de las cotizaciones de los otros productos
primarios o transformados de Hierro. En los
casos en que las cotizaciones sean iguales o
superiores a las senaladas precedentemente,
la RM no sera acreditable contra el IUE,
debiendo pagarse ambos de forma
independiente. El monto de la RM pagado
efectivamente sera considerado como gasto
deducible en la
determinacion de la base imponible del
IUE, unicamente en las gestiones fiscales
en que se produzca la desacreditacion.
El sujeto pasivo del TUE tomara como
credito fiscal el pago
efectivo de la RM, cuando se haya liquidado
a precios inferiores a los establecidos en la
tabla precedente.
Para tal efecto, el libro Ventas Brutas Control RM debera
consignar para cada operacion de venta o
exportacion la denominacion de “Acreditable”
o “No Acreditable”; segun

금속 및 광물
금
은
아연
납
주석
안티몬
텅스텐
구리
비스무트
철(슬래브)

시세
400달러/온스(onza troy)
5.55달러/온스
0.53달러/파운드(libra fina)
0.30달러/파운드
2.90달러/파운드
2,802달러/메트릭톤(tonelada
metrica)
80달러/Unidad larga fina
1.04달러/파운드
3.50달러/파운드
340달러/메트릭톤

철 광물의 경우 위 표를 적용하기 위해 기타
원재료 또는 철의 변형 제품의 가격과는 별개
로 슬래브 가격을 유일한 기준으로 취한다. 시
세가 같거나 혹은 높을 경우 광업 로열티와 법
인소득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법인소득세의
수동적 주체는 광업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부는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금속 또는
광물에 대한 지불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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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a. El Poder Ejecutivo podra determinar,
mediante norma expresa, las condiciones de
acreditacion rara otros metales o minerales
no comprendidos en la tabla establecida en
el presente Articulo, tomando como base el
comportamiento del mercado. Mientras
tanto, la RM efectivamente pagada de los
minerales y me-tales no consignados en la
tabla anterior sera acreditable contra el IUE
al final de la gestion.
Artículo 102. Créase una Alícuota Adicional
de 12.5%
(Doce y me-dio por ciento) al WE, que tiene
por objeto gravar las utilidades adicionales
originadas por las condiciones favorables de
precios de los minerales y metales, la
misma que se aplicará sobre la utilidad neta
anual establecida en la Ley N° 843 y sus
reglamentos para el cálculo y liquidación
del TUE. Se pagará en base a un régimen
de anticipos mensuales a establecerse
mediante reglamento. Esta alícuota adicional
al IUE se aplicará cuando las cotizaciones
de los minerales y metales sean iguales o
mayores a las establecidas en la tabla del
Artículo precedente. En caso de que en una
gestión fiscal se realicen ventas con
cotizaciones menores a las establecidas en
la tabla mencionada, la Alícuota Adicional
no se aplicará sobre la proporción de las
utilidades generadas por dichas ventas,
debiendo establecerse el procedimiento específico
mediante Reglamento. La Alícuota Adicional
no alcanza a. las cooperativas mineras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país, por considerarse
unidades productivas de naturaleza social. Con
el objeto de incentivar la transformación de
materia prima en el país, a las empresas
que produzcan metales o minerales no
metálicos con valor agregado se aplicará el
60% de la Alícuota Adicional del IUE
establecida en cl presente Artículo.

제102조
금속 및 광물자원의 고품질에 대하여 12.5%의
추가비례세를 적용한다. 앞선 표의 금속 및 광
물에 대한 세율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 법인소
득세에 대한 추가세금을 납부한다. 앞선 표의
세율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 추가비례세는 적용
되지 않는다. 추가세금의 60%를 금속 및 광물
생산 기업에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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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O SEGUNDO
NORMAS ADJETIVAS

제2 권
절차에 관한 규범

TITULO I

제1 편

DE LA JURISDICCION EN MATERIA
광업사건에 관한 관할권
MINERA

CAPI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GENERALES

총칙

Artículo 103. El conocimiento y resolución de
las actuaciones concernientes a la obtención,
oposición, amparo, nulidad, expropiación,
servidumbre y renuncia de concesiones mineras,
corresponden a la jurisdicción administrativa
minera.

제103조
조광의 반대, 보호, 무효, 수용, 경감 및 포기
등에 관계된 재판권 및 소송의 해결은 행정적
인 광업 관할권과 일치한다.

Artículo 104. Las funciones, forma de
designación, suplencias, incompatibilidades y
demás aspectos relativos al ejercicio de la
jurisdicción administrativa minera se rigen
por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제104조
기능, 임명, 대리, 상반되는 사항 및 행정상의
광업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기타 상황들은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Artículo 105. En la sustanciación de los
procedimientos y acciones mineras en la vía
administrativa o jurisdiccional según corresponda,
se aplicarán con preferencia las normas del
presente Código como ley especial y,
complementaria y supletoriamente, las normas
del derecho común. Los plazos que se
originen en las actuaciones procedimentales
publicadas en la Gaceta Minera se computarán
desde el día de su publicación.

제105조
행정적 또는 관할 경로를 통하여 광업 절차 및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규는 특별법으로
서 우선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보완적이고 보충
적인 기준과 모든 일반법의 규범 위에서 이 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광업관보’에 게재된 절차
상의 행위에서 비롯한 용어는 관보에 발표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Artículo 106. Las controversias entre
concesionarios con títulos ejecutoriales sobre
mejor derecho a la concesión minera, se
resuelven en la jurisdicción ordinaria.

제106조
광업권에 대하여 더욱 나은 권리를 획득할 법
적 자격이 있는 광업권자 사이의 분쟁은 직할
재판권을 통하여 해결된다.

CAPITULO II

제2 장

D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광산감독국장
MINAS
Artículo 107.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제107조
Minas es la máxima autoridad de la 광산감독국장은 행정상의 광업 관할권을 갖는
jurisdicción administrativa minera. La sede 최고 기관이다. 소재지는 La Paz 시이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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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us funciones es la ciudad de La Paz y
su competencia se extiende a todo el 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territorio nacional.
Artículo 108. Para ser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se requiere ser boliviano
de origen, haber ejercido durante diez años
la judicatura o la profesión de abogado.
Artículo 109. No podrá ser nombrado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a) El que tuviese auto final de instrucción
ejecutoriado que disponga procesamiento
penal o resolución administrativa ejecutoriada
por la que se le atribuya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 o civil conforme a ley;
b) El que hubiese sido condenado a pena
privativa de libertad por la comisión de
delitos dolosos, hasta tres años después de
cumplida la condena impuesta; y
c) El que estuviese comprendido en los casos
de exclusión o incompatibilidad establecidos
por el presente Código.
Artículo 110.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será designado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terna propuesta por dos
tercios de los miembros presentes de la
Cámara de Senadores y desempeñará sus
funciones por un período de siete años, no
pudiendo ser reelegido sino pasado un
tiempo igual al que hubiese ejercido su
mandato.

제108조
광산감독국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볼리비아 시민으로서 10년 동안 판사 또는 법
률가로 종사하여야 한다.
제109조
다음의 사람은 광산감독국장으로 임명될 수 없
다.
a)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최종 판결을 받았
거나 또는 행정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이 부과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b)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
서, 형기 종료 후 3년간
c) 이 법에 규정된 배제 또는 부적합 대상에
포함되는 자

제110조
광산감독국장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
원의원의 2/3 동의로 결정된다. 임기는 7년이
고, 연임되지 않는다.

Artículo 111.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제111조
광산감독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Minas tiene las siguientes atribuciones:
a) Conocer y resolver, de manera fundamentada
y en última instancia administrativa, los
recursos jerárquicos planteados contra las
resoluciones de las Superintendencias de
Minas;
b) Velar por la correcta y pronta aplicación
de la jurisdicción administrativa minera en
todas las Superintendencias de Minas, adoptando

a) 최종적인 행정 절차로서, 상응하는 징계조치
를 적용하여 광산감독관의 판결에 대하여 제기
된 계급조직의 배상을 심리하고 결정
b)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적용하여 모든 광산감
독관들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상의 광
업 사법권 적용을 보증
c) 광산감독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은 물론이고, 광산감독관에 대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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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medidas disciplinarias correspondientes;
c) Conocer y resolver las recusaciones que
se interpusieran contra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así como los conflictos de
competencia que se suscitaren entre ellos;
d) Designar a los funcionarios dependientes
de la Superintendencia General de Minas,
así como a los Secretarios de las Superintendencias
de Minas;
e) Remover en la vía disciplinaria a los
funcionarios a que se refiere el inciso
anterior por faltas o delitos cometidos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previo proceso
administrativo.

복종 거부를 심리하고 결정
d) 광무국장과 마찬가지로 광산감독국장의 권
한하에 공무원 임명
e) 행정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직무수행 중에
범한 비행 또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징계조치를
통하여 이전 항에서 관련된 공무원의 해임

Artículo 112. En caso de muerte, impedimento,
excusa o recusación,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será reemplazado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Paz. Si la
controversia elevada en apelación tuviera
origen en la Superintendencia de Minas de
La Paz,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impedido será reemplazado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Oruro, hasta
que se designe al titular o cese el
impedimento.

제112조
사망, 신체장애, 기피의 경우에 광산감독국장은
La Paz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대체된다. 탄원서
가 제출된 분쟁 사항이 La Paz의 광산감독국
에서 발생한 사항일 경우 부적격한 광산감독국
장은 Oruro에 의하여 교체된다. La Paz의 광
산감독관, 부적격한 광산감독국장은 대리인이
임명되거나 신체장애가 소멸될 때까지 Oruro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교체된다.

Artículo 113.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ejercerá sus funciones a tiempo
completo y dedicación exclusiva, con excepción
del ejercicio de la docencia universitaria.
Será suspendido de sus funciones únicamente
en los casos que determina el inciso a) del
articulo 109 del presente Código y se
restituirá en sus funciones si descarga su
responsabilidad. Podrá ser destituido únicamente
en virtud de sentencia ejecutoriada por delitos
cometidos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y
gozará de caso de corte, de acuerdo al
inciso 6) del articulo 118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o por los casos previstos
en el inciso c) del articulo 109 del presente
Código, debidamente comprobados.

제113조
광산감독국장은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임무를
제외하고는, 배타적이고 전임제의 업무로서 직
무를 수행한다. 광산감독국장은 이 법 제109조
a)항에 관련된 경우에만 그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와 같은 책임이 해소되면 직무를 재개한다.
광산감독국장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범죄로 인
하여 집행될 수 있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해
임될 수 있고, 헌법 제118조 6)항의 규정에 따
라 또는 이 법 제109조 c)항에 관련된 경우 충
분히 입증된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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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ULO III

제3 장

DE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광산감독관
Artículo 114. En los lugares y con la jurisdicción
que determine el Poder Ejecutivo, habrá un
Superintendente de minas.
Para ser Superintendente de Minas se
requiere ser boliviano de origen y haber
ejercido la abogacía o la judicatura por lo
menos cinco años

제114조
대통령이 정하는 현장 또는 관할구역에 광산감
독관을 둔다. 광산감독관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볼리비아 시민으로서, 5년 동안 판사 또
는 법률가로 종사하여야 한다.

Artículo 115. Lo establecido en los incisos
제115조
a), b) y c) del articulo 109 del presente
이 법 제109조 a), b) 및 c)항에 포함된 규정
Código
serán
aplicables
a
los
은 광산감독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superintendentes de minas.
Artículo 116.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serán designados por un período de cinco
años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ternas propuestas por dos tercios de voto de
los miembros presentes de la Cámara de
Senadores y no podrán ser reelegidos sino
pasado un tiempo igual al del ejercicio de
su mandato.
Artículo 117. Son atribuciones de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a) Otorgar, en representación del Estado,
concesiones mineras,
b) Resolver, en la vía administrativa, los casos
de oposición, amparo, nulidad, expropiación,
servidumbre y renuncia de concesiones mineras,
c) Conocer y resolver de manera fundamentada,
en primera instancia los recursos de revocatoria
que se interpusieran contra sus resoluciones.
Artículo 118. En los casos de acefalía.,
impedimento temporal, excusa, recusación o
pérdida de competencia de un Superintendente
de Minas, éste será suplido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ón
más próxima

제116조
광산감독관은 상원회의에 출석한 투표자 중
2/3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로부터 대통령이 임
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서 임기 만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선될 수 없다.

제117조
광산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광업권 승인
b) 행정적 계통을 통하여 광업권의 이의신청,
보호조치, 무효행위, 수용, 지역권 및 포기 등
의 결정
c) 증거를 기초로 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무
효화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제118조
광산감독관이 일시적인 신체장애, 변명, 기피
또는 능력 상실로 인하여 직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거나 방해 받을 경우 그는 가장 가까
운 관할구역의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교체된다.

Artículo 119. En cada Superintendencia de 제119조
Minas habrá un secretario abogado, uno o 각 광산감독관에게는 한 명의 비서직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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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ás auxiliares y un oficial de diligencias.
Para ser secretario se requiere ser boliviano
de origen y abogado en ejercicio de la
profesión.
Artículo 120. Los secretarios de las
superintendencias de minas tendrán las
siguientes obligaciones:
a) Autenticar las resoluciones y providencias
de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b) Expedir los informes ordenados por los
superintendentes de minas,
c) Custodiar los expedientes a su cargo; y
d) Otras que les asign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Artículo 121. Los secretarios de las
superintendencias de minas llevarán los
siguientes libros:
a) Registro de cargos de peticiones de concesiones
mineras;
b) Registro de renuncia de concesiones;
c) Solicitudes de amparo administrativo minero;
d) Despacho diario de memoriales;
e) Registro de resoluciones que causen estado
con transcripción íntegra y textual de las
mismas; y
1) Otros libros que fueren necesarios.

한 명 이상의 보조원 및 소송 절차, 소환, 소환
장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비서
가 될 수 있는 자는 볼리비아 시민으로서 그의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가이어야 한다.

제120조
광산감독관의 비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
다.
a) 광산감독관의 결정과 지시를 법적으로 인증
b) 광산감독관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
c) 모든 서류 및 기록을 그의 관리하에 보관
d)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부여 받은 기타 의무
사항 등

제121조
광산감독관의 비서는 다음의 장부를 보관한다
a) 광업권 신청 등록부
b) 광업권 포기 등록부
c) 행정상의 광업 피난처를 위한 청원서
d) 매일 작성되는 일일 개요
e) 완전하고 축어적으로 복사한, 명확히 사건을
종료시킨 모든 결정 시 500의 등록부
f)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장부

CAPITULO IV

제4 장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광산기술서비스

Artículo 122. Créase el Servicio Técnico de
Minas, en substitución del Servicio
Nacional de Catastro Minero creado por la
Ley Nº 1243 de 11 de abril de 1991, cuyo
domicilio principal será la ciudad de La
Paz y pudiendo establecer oficinas regionales
según sus necesidades, con las siguientes
atribuciones:
a) Trazar el cuadriculado minero nacional
con coordenadas en la Proyección Universal
y Transversa de Mercator (UTM), con tecnología

제122조
광산기술서비스는 1991년 4월 11일이자 법 제
1243호에 의하여 설립된 Servicio Nacional
de Catastro Minero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으며, 주 소재지는 La Paz 시이고, 필요에
따라 지방 사무소를 설립할 권한이 있으며, 또
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위성 위치측정 기술과 국제 측지선 체계
(International Geodesic System), WGS-84
와 함께 Universal and Transversal Mer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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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ital referida al Sistema Geodésico Mundial
WGS-84 a escala 1:50.000 y 1:100.000;
b) Informar como organismo técnico en todos
los trámites y contenciones mineras;
c) Mantener a nivel nacional una base
informática de datos y un archivo físico y
computarizado de toda la documentación
minera;
d) Llevar el registro anualmente actualizado
de las concesiones mineras otorgadas por
cuadrícula y de las preconstituidas a la
vigencia del presente Código;
e) Organizar y mantener el Registro Minero
en el cual deberán inscribirse obligatoriamente
todos los actos y contratos mineros;
f) Otorgar certificaciones sobre las concesiones
mineras y contratos mineros bajo su registro;
g) Levantar el catastro minero nacional de
las concesiones mineras preconstituidas y de las
que se encontraren en trámite, manteniendo
al día los planos catastrales;
h) Controlar el pago de patentes mineras;

Projection의 좌표를 사용하여 1:50,000과
1:1,000,000의 축적으로 국가 광산 그리드 설계
b) 기술부문 조직으로서 모든 광업분야의 거래
및 분쟁에 관한 보고서 제출
c) 모든 광업금속 부문 증거자료에 관계된 유
형 및 컴퓨터 처리된 기록은 물론, 국가 전체
의 데이터베이스 보관
d) 스퀘어 및 이 법의 발효 이전에 사전 설정
된 광업권을 근거로 하여 승인된 모든 광업권
의 매년 갱신된 등록부 보관
e) 모든 광업활동과 계약사항이 의무적으로 등
록되어야 하는 광업등록소의 정리 및 보관
f) 등록된 광업권 및 광업 계약사항에 대한 허
가
g) 등록 과정 중에 있는 광업권은 물론이고,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국가광구대장 제작사업
으로, 최근까지의 모든 광구도를 포함한다.
h) 광업 특허료 납부의 관리
i) 월간 및 연간 ‘광업관보’ 발간 사업으로, 이
책자는 전국적으로 보급된다.

CAPITULO V

제5 장

DE LA GACETA NACIONAL MINERA

광업관보

Artículo 123. La Gaceta nacional minera es
una publicacion mensual a cargo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que la hara circular a
nivel nacional a traves de sus oficinas
regionales.
La Gaceta nacional minera llevara impresa
en la primera pagina y en forma notoria la
fecha de su publicacion.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enviara cada
publicacion de la Gaceta nacional minera a
sus oficinas regionales, en cantidad suficiente
y por la via mas expedita y rapida, el mismo
dia de su publicacion, bajo responsabilidad.

제123조
광업관보는 광산기술서비스에서 월간으로 발간
되며, 지역 사무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된
다. 광업관보는 첫 면에 발행일자를 명시한다.
광산기술서비스는 광업관보를 충분히 보급할
책임이 있다.

Artículo 124. En la Gaceta nacional minera
제124조
se publicaran las peticiones, las patentes
신청, 미납 특허료, 소멸 및 기타 이 법에 관련
pendientes de pago, las caducidades producidas
된 행위들이 광업관보에 게재된다.
y otros actuados senalados en el pres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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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go.
Artículo 125. Si la publicacion de la Gaceta
nacional minera se interrumpiera por mas
de un mes,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correspondiente jurisdiccion ordenara que
la publicacion referida en el articulo131se
realice en un organo de prensa de
circulacion nacional.

제125조
광업관보의 발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야 하
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은 제131
조 관련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신문 에
게재하도록 지시한다.

TITULO II

제2 편

DE LOS PROCEDIMIENTOS MINEROS

광업 절차

CAPITULO I

제1 장

DEL PROCEDIMIENTO PARA LA OBTENCION
광업권 취득 절차
DE CONCESIONES MINERAS
Artículo 126. La solicitud para que el Estadootorgue
la concesion minera se presentara a la
Superintendencia de minas de la jurisdiccion,
personalmente o mediante mandatario con
mandato notariado, consignando en el formulario
de solicitud que sera provisto por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los datos siguientes:
a) Generales de ley del peticionario;
b) denominacion de la concesion solicitada,.
con especificacion del numero de sus
cuadriculas;
c) codigo individual de la o las cuadriculas
que constituyen la concesion minera solicitada,
senalando el departamento y la provincia
donde este ubicada; y
d) domicilio preciso en la ciudad sede de
la Superintendencia de minas respectiva,
que sera valido para la notificacion con las
resoluciones y providencias del tramite.
Artículo 127. Si la concesion minera
solicitada estuviera ubicada en dos o mas
jurisdicciones departamentales, la solicitud
sera presentada a la Superintendencia de
minas que elija el peticionario.

제126조
광업권의 승인을 위하여 국가에 제출한 신청서
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증 받은 문서에 의한 대
리인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산기
술서비스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관할 지역의 광
산감독관에게 제출한다.
a) 신청자의 개인 기록
b) 신청된 광업권이 소재하는 도 및 주를 표시
하며, 광업권을 구성하는 스퀘어의 개별 부호
c) 각각의 광산감독관이 소재하는 시내의 정확
한 주소로서, 절차에 관계되는 결정 내용과 지
시사항 등을 통지하는 데 유효하다.

제127조
신청한 조광구역이 2개 이상의 관할지역에 위
치하는 경우 신청서는 신청자가 선택한 광산감
독사무소에게 제출할 수 있다.

Artículo 128. El Secretario de la Superintendencia 제128조
de minas recibira la solicitud, sentara cargo 광산감독사무소 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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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mediatamente transcribira en el Libro de
registro de cargos de Peticiones de concesiones
mineras, la fecha, hora y minuto de
presentacion a los efectos de establecer la
prioridad. En el dia, bajo su responsabilidad,
transcribira al Servicio tecnico de minas,
por el sistema computarizado para su
correspondiente registro en el Sistema
nacional de cuadricula minera, el numero de
hoja y el codigo individual de la o las
cuadriculas solicitadas, elevando de inmediato
obrados al Superintendente de minas

록하며 즉시 광업권 등록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우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 일자, 시간 및
분을 기록한다. 동일 광산감독사무소 관리자의
책임하에 직원은 국가광산스퀘어시스템 내의
등록용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광산기술서비
스에 페이지 번호와 신청한 스퀘어의 개별 부
호를 표시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즉시 광산감독
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Artículo 129. El Superintendente de minas
admitira en el dia la solicitud que cumpla
con los datosy requisitos establecidos en el
articulo 126 y ordenara al Servicio tecnico
de minas expida el correspondiente informe
tecnico.
Si la solicitud no cumpliera con alguno de
los datos o requisitos, el Superintendente
dictara resolucion rechazandola y ordenara
la anulacion del cargo de presentacion con
perdida de la prioridad. contra esta resolucion
procederan los recursos administrativos a
que se refiere el titulo cuartodelLibro Segundo
de este codigo, manteniendose la prioridad
hasta que se resuelva el derecho afectado.

제129조
광산감독관은 신청서에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126조에 규정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를
경우 같은 날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응하는
기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광산기술서비스에 지
시한다. 신청서에 모든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
지 않거나 요구사항의 일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결정내용을 발표하
고 등록 취소를 지시하며 우선권을 박탈한다.
이상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제2권 제4
편에 관련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
고, 영향 받은 권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권은 유지된다.

Artículo 130.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dentro del plazo de ocho dias calendario de
recibida la solicitud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anterior, verificara los datos tecnicos
de las cuadriculas solicitadas e informara al
Superintendente de minas si existe terreno
franco, concesiones preconstituidas antes de la
vigencia del presente codigo o concesiones
otorgadas por cuadricula, acompanando la
respectiva relacion planimetrica.

제130조
이전 조항에 관련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8일
이내에 광산기술서비스는 신청한 스퀘어의 기
술자료를 확인하고, 광산감독관에게 공한지인지
여부 및 이 법의 발효 이전에 설정된 광업권
또는 스퀘어를 기준으로 승인된 조광구역이 있
는지 여부를, 스퀘어를 기준으로 한 조광구역
각각의 측정 면적 또는 측정 면적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광산감독관에게 통지한다.

Artículo 131. Si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estableciera la existencia de terreno
franco informara al Superintendente de minas
y procedera directamente a la publicacion
de la solicitud en la Gaceta nacional minera

제131조
광산기술서비스가 공한지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광산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목적을 위하여 광산관보에 게재한다.
게재내용에는 신청사항과 각각의 점유지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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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s efectos de las oposiciones. dicha
publicacion consignara la solicitud con el
respectivo cargo de presentacion y el informe
tecnico con la correspondiente relacion planimetrica.
Si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estableciera
la inexistencia de terreno franco, el
Superintendente, en el plazo maximo de
cuarenta y ocho horas rechazara la solicitud
y ordenara la anulacion del cargo de
presentacion con perdida de la prioridad.

술보고서를 해당 측정 면적 자료와 함께 포함
시켜야 한다. 광산기술서비스가 공한지의 존재
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최대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거부하고 점유 및 해당 측정면
적 자료와 함께 기술보고서의 무효화를 지시한
다. 광산기술서비스의 공한지 존재 확인 절차
후, 감독관이 최대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거부
하고 점유의 무효화를 지시하며, 이에 따라 우
선권이 상실된다.

Artículo 132.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reconstituidas o en tramite, en el
plazo de treinta dias calendario computables
desde la fecha de publicacion de la Gaceta
nacional minera, podran hacer valer sus
derechos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que conoce el tramite,conforme al procedimiento
de la oposicion establecido en los articulos
138o y siguientes de este codigo.

제132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전 설정 광업권의 소유자
는 이 법 제138조와 그 다음의 조항들에 의거
하여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광업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광산감독관 앞에서 그들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

Artículo 133. transcurrido el plazo de los
treinta dias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anterior sin que se hubiere presentado oposicion,
el Superintendente de minas ordenara la
elaboracion del plano definitivo de la
concesion por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제133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3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
청이 없을 경우에 광산감독관은 조광구역의 최
종적인 지도를 제작하도록 광산기술서비스에
지시한다.

Artículo 134. cumplido el requisito senalado
en el articulo precedente y en el plazo
maximo de quince dias calendario desde
dicho cumplimiento, bajo sancion de perdida
de competencia, el Superintendente de
minas en representacion del Estado previa
verificacion del pago de la patente anual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51o de este codigo,
otorgara la concesion minera mediante
resolucion constitutiva expresa, ordenando
simultaneamente la protocolizacion de los
obrados ante cualquier notaria de fe publica
de la respectiva jurisdiccion y su inscripcion
en el registro minero.

제134조
권한을 상실하는 제재하에 이전 조항에서 규정
된 요구사항에 응한 후, 그리고 응한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이 법 제51조에 관련된 연
간 특허료를 지불을 우선 확인하고, 광산감독관
은 국가를 대리하여 명시적인 판결을 통하여
광업권을 승인하고, 동시에 각 관할지역에 소재
한 공증인 앞에서 등록 절차의 수행 및 광업등
록소에 등록할 것을 지시한다.

Artículo 135. La escritura publica correspondiente 제135조
a la protocolizacion referida en el articulo 위에 언급된 공식적 등록에 해당하는 공적 증

42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anterior, constituye el titulo ejecutorial 서는 광업권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법적 자격을
representativo del derecho del concesionario. 구성한다.

CAPITULO II

제2 장

DEL PROCEDIMIENTO DE CONSOLIDACION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합병 절차
DE LAS CONCESIONES PRECONSTITUIDAS
Artículo 136. El titular de una concesion
minera en cuyas cuadriculas se hubieran
extinguido concesiones preconstituidas otorgadas
por pertenencias, en aplicacion de lo
establecido por el articulo 32 de este codigo,
debera solicitar obligatoriamente a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la respectiva declaratoria
de consolidacion, acompanando los siguientes
documentos:
a) titulo ejecutorial;
b) comprobante de pago de patentes al dia; y
c) documento que acredite la extincion de
la concesion preconstituida.

제136조
요청에 의하여 사전 설정되고, 소멸되었으며,
이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해당 스퀘어
내의 광업권 보유자는, 필수적으로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진술서를 발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a) 법적 자격
b) 현재의 특허료 납부 영수증
c) 사전 설정된 광업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
류

Artículo 137. El Superintendente de minas
en base a la documentacion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anterior declarara la consolidacion
mediante resolucion expresa, ordenando su
protocolizacion e inscripcion en el registro
minero.

제137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증거자료를 근거하여 광
산감독관은 합병의 공식 등록 지시와 광업등록
소에 등록 등 명백한 해법을 통하여 그와 같은
합병을 선언한다.

TITULO III

제3 편

DE LOS PROCEDIMIENTOS PARA LA
DEFENSA Y EXTINCION DE DERECHOS 방어 및 광업권 소멸 절차
MINEROS

CAPITULO I

제1 장

DEL PROCEDIMIENTO DE LA OPOSICION 이의신청 절차
Artículo 138. Las oposiciones se suscitaran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dentro del plazo de treinta dias calendario
computable a partir de la fecha de la
publicacion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131
y alegando unicamente la causal establecida
en el articulo 40.
Para formular la oposicion deben acompanarse:
a) titulo ejecutorial, auto de concesion de

제138조
이의신청은 제131조에서 언급된 공표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
에게 제출하며, 제40조에 규정된 사유만을 주
장한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 법적 자격, 광구에 근거를 둔 탐사권 서류,
또는 광업권 청구 서류 및 각각의 중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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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cion por pertenencias, o copia de la
solicitud de concesion con su respectivo
기재사항
cargo de presentacion; y
b) 광산기술서비스에서 발급한 광업 토지대장
b) certificado actualizado de inscripcion en
상의 갱신된 등록허가서
el catastro minero expedido por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Artículo 139.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ntro de las veinticuatro horas siguientes a
la presentacion de la oposicion, correra
traslado al peticionario para que responda
dentro del plazo de diez dias calendario
desde su notificacion.

제139조
광산감독관은 이의신청서 제출 후 24시간 이내
에 청원자에게 통지하여 청원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rtículo 140. transcurrido el plazo mencionado
en el articulo anterior, y dentro de los
siguientes diez dias calendario, con o sin
respuesta del peticionario y previo informe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el Superintendente
de minas dictara resolucion resolviendo la
oposicion.

제140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기간이 경과하고 10일 이
내에, 청원자의 대응 유무에 관계없이 Servicio
Tecnico de Minas의 보고서 제출 이전에 광
산감독관은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최종 서류를
발부한다.

Artículo 141. La oposicion interpuesta fuera
del termino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138 o sin acompanar los documentos senalados
en el mismo, sera rechazada en el dia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que, al mismo
tiempo dispondra la continuacion del
tramite de la peticion.

제141조
제138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
거나 요구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광산감독관에 의하여 동일 일자에
거부되며, 광산감독관은 동시에 청원 절차가 계
속됨을 지시하여야 한다.

CAPITULO II

제2 장

DEL PROCEDIMIENTO DE
ADMINISTRATIVO MINERO

AMPARO

Artículo 142. Los concesionarios u operadores
mineros afectados por los actos senalados en
el articulo 42 del presente codigo podran
demandar amparo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quien lo otorgara
o negara dentro de las cuarenta y ocho
horas de presentado el amparo, previa
comprobacion sumaria de los hechos.
Si fuera necesario, el Superintendente de
minas requerira al Prefecto del departamento
el auxilio de la fuerza publica.

행정상의 광업 피난처에 관한 절차

제142조
이 법 제42조에 언급된 법의 영향을 받는 광업
권자 또는 광산 운영자는 관할지역의 광산감독
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광산감독관은
사실의 종합적인 증거 제출 이후 48시간 이내
에 접수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
광산감독관은 부(Department)의 장관(Prefect)
에게 경찰력의 사용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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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143. Sin perjuicio de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precede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remitira antecedentes al ministerio
Publico para el procesamiento penal de los
que resultaren autores, complices o encubridores,
independientemente del resarcimiento de los
danos civiles que correspondan.
Es competencia de la jurisdiccion ordinaria la
investigacion y sancion de delitos de hurto,
robo y trafico clandestino de minerales.

제143조
이전 조항의 규정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광산감독관은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
도로 주범, 연루자, 종범 등의 상응하는 처벌
소송절차를 위하여 검찰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
한다. 광물의 절도, 강도 및 은밀한 거래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직할구역의 권한하에 둔
다.

CAPITULO III

제3 장

DEL PROCEDIMIENTO DE LA CONCILIACION 조정 절차
Artículo 144. Las partes procuraran acordar
o convenir la indemnizacion por expropiacion
o servidumbre necesariamente a traves de un
proceso de negociacion directa o de un
procedimiento de conciliacion realizado
conforme a la ley. El acuerdo al que se
llegare constara en un acta de conciliacion
suscrito por ambas partes que surtira los
efectos juridicos de una transaccion y
tendra entre las partesy sus sucesores a
titulo universal la calidad de cosa juzgada.
El acta de conciliacion sera homologada
po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e inscrita en el registro minero
y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제144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직
접 협상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하여 수용 또는
지역권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루어진 합의는
양측에 의하여 작성된 중재문서에 등록되며, 이
문서는 거래에 있어서 모든 법적 효력을 가지
며 당사자 및 일반적인 상속자에게 의무를 지
운다. 중재문서는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에 의
하여 재가를 받으며, 광업등록소와 부동산등록
소에 등록된다.

Artículo 145. Si en dicho procedimiento no
se llegara a un acuerdo conciliatorio en el
termino maximo e improrrogable de treinta
(30) dias calendario desde que el propietario
del suelo recibaporcarta notariada la solicitud
de compra o constitucion de servidumbre que
le efectue el concesionario, procedera la
expropiacion o la constitucion de la servidumbre.

제145조
중재 절차 도중에 중재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
장으로 및 연기가 불가능한 30일 이내에 합의
에 도달하게 되면 공증된 구매요청 또는 지역
권 설정 요청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합법적으
로 절차를 밟는다.

CAPITULO IV

제4 장

DEL PROCEDIMIENTO DE EXPROPIACION
수용 절차 및 지역권 설정
Y DE CONSTITUCION DE SERVIDUMBRE
Artículo 146. Para proceder a la expropiacion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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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l establecimiento de servidumbre a que
se refieren los articulos 37 y 59 de este codigo,
el concesionario acudira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demandando la
expropiacion o la constitucion de servidumbre

이 법 제37조 및 59조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
또는 지역권 설정 절차를 위하여 광업권자는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에게 수용 또는 지역권
설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Artículo 147. dentro de las cuarenta y ocho
horas de recibida la demanda el Superintendente
de minas senalara dia y hora para el
verificativo de una inspeccion ocular que se
realizara dentro de los siguientes diez dias
calendario, previa notificacion a las partes y
al Servicio tecnico de minas, cuyo informe
sera elevado al Superintendente de minas en
el plazo de los veinte dias calendario
siguientes al verificativo de la inspeccion.

제147조
위와 같은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광산
감독관은 현장조사의 일자 및 시간을 결정한다.
현장조사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
어야 하며, 당사자 및 광산기술서비스에 먼저
통지하고, 광산기술서비스의 보고서는 현장조사
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산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Artículo 148. En el plazo de cuarenta y
ocho horas de recibido el informe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con el acta de la
inspeccion ocular,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ictara resolucion declarando probada
o improbada total o parcialmente la expropiacion
o la constitucion de servidumbre.
Si el monto de la indemnizacion no es
fijadoporacuerdo de partes, estas designaran
a sus respectivos peritos. Si dichos peritos
no lograran un acuerdo dentro del indicado
plazo de veinte dias calendario o si alguna
de las partes rehusara designarlos, en el
termino de cinco dias calendario de presentada
la demanda, el Superintendente de minas
solicitara al Superintendente agrario o Forestal
segun corresponda, de la respectiva jurisdiccion,
la designacion de un perito dirimidor, cuya
decision sera obligatoria e irrevisable.
En la fijacion de la indemnizacion por
concepto de expropiacion o constitucion de
servidumbre, los peritos tomaran en cuenta
el valor de mercado de la tierra y la
plusvalia resultante de la infraestructura
existente.

제148조
광산기술서비스의 보고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광산감독관은 전체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지역권 설정
판결을 내린다.

Artículo 149. El Superintendente de minas,a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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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ud del demandante ordenara la protocolizacion
de todo lo actuado ante cualquier notaria de
Fe Publica del distrito, para su inscripcion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y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한 보상액수 결정에 실패
할 경우 각자의 전문가를 지명한다. 지명된 전
문가들이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 신청서 접수
일 이후 5일 이내에 전문가 지명을 거부하는
경우 광산감독관은 각각의 관할지역 농림감독
관에게 전문가를 지명하도록 요구하며, 이 전문
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변경
할 수 없다. 수용 또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보
상액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는 토지의 시가 및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기존 인프라의 자연증가
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Artículo 150. El concesionario minero que
requiera constituir servidumbres de paso, de
acueducto, de transmision de energia, de
ventilacion, de uso de aguas u otras
y no llegue a un avenimiento con los propietarios
del suelo o con los colindantes y vecinos,
demandara su constitucion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observando e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l capitulo
precedente, en todo lo que sea aplicable.

제150조
통행권, 변전 및 통기 용역권, 용수권 및 기타
등과 같은 지역권 설정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
자 또는 이웃 광업권자 및 토지 소유자와의 합
의에 실패한 광업권자는 이전 장에서 규정된
절차에서의 관할지역 광산감독관에 대한 지역
권 설정 절차에 의거하여, 관할지역의 광산감독
관에게 지역권 설정 요구서를 제출한다.

CAPITULO V

제5 장

DEL PROCEDIMIENTO DE LA RENUNCIA 포기 절차
Artículo 151. Los concesionarios mineros
que renuncien total o parcialmente a sus
concesiones se apersonaran al efecto ante el 제151조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광업권자
acompanando los siguientes documentos:
는 관할지역 광산감독관에게 출두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titulo ejecutorial o documentacion legal
que acredite sus derechos, b) Plano de la a) 그들의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 증서 또는 문
concesion;
서
c) comprobante de pago de patentes por la b) 조광 광구도
gestion anual en la que se efectue la c) 포기서를 제출한 연도의 특허료 납부 영수
renuncia;
증
d) En caso de renuncia parcial, plano que d) 일부 포기의 경우 포기지역 및 잔류지역의
represente las areas renunciadas asi como 도면
las retenidas; y
e) 광산기술서비스가 발급한 등록허가증
e) certificado de inscripcion en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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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152. El Superintendente de minas
ordenara la publicacion de la solicitud de
renuncia en la Gaceta nacional minera para
que en el plazo de treinta dias calendario,
computable desde la fecha de publicacion, los
condominos, arrendatarios, socios, acreedores
u otros terceros afectados puedan hacer valer
sus derechos oponiendose a la renuncia.

제152조
광산감독관은 광업관보에 포기신청 사항을 게
재하도록 지시하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소유자, 차지인, 파트너, 채권자 또는 영향
을 받는 제3자로 하여금 포기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Artículo 153. El Superintendente de minas,
previo informe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aprobara o rechazara la renuncia mediante
resolucion expresa, teniendo en cuenta lo
establecido por el articulo 63o.

제153조
광산기술서비스가 작성한 보고서를 먼저 받은
광산감독관은 제63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명백
한 판결을 통하여 포기를 승인 또는 거부한다.

Artículo 154. La resolucion que apruebe la
renuncia se inscribira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y en
la oficina de registro de derechos reales
para cancelar las respectivas partidas de
inscripcion.

제154조
포기를 승인하는 판결 내용은 광업등록소 및
부동산등록소에 등록하여 각각의 등록 기재사
항을 취소하도록 한다.

CAPITULO VI

제6 장

DEL PROCEDIMIENTO DE CADUCIDAD 소멸 절차
Artículo 155. La caducidad a que se refiere
el articulo 65 del presente codigo, estara
sujeta al siguiente procedimiento:
a) El primer dia habil del mes de febrero
de cada ano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publicara, en la Gaceta nacional minera, los
nombres y ubicacion de las concesiones
mineras y de sus titulares que no hubieran
pagado las patentes mineras anuales. Esta
publicacion tendra caracter de citacion y
requerimiento de pago;
b) dentro de los treinta dias calendario
computables desde la fecha de la publicacion
a que se refiere el inciso anterior, el
concesionario debera efectuar el pago de la
patente minera de la gestion vencida, bajo
sancion de caducidad por imperio de la ley;
c) Si en el plazo senalado anteriormente el
concesionario presentare el respectivo comprobante

제155조
이 법 제65조에 언급된 소멸 절차는 다음의 절
차를 따른다.
a) 매 연도 2월의 첫째 근무일에 광산기술서비
스는 연간 광업특허료를 미납한 광구 명칭과
위치 및 광업권자 성명을 광업관보에 게재한다.
이 게재 내용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납부를 요
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b) 광업권자는 법에 의거한 소멸 조치에 따라
게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미납 특허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 이상에서 언급한 기간 내에 광업권자가 광
산기술서비스의 지도하에 광업등록소에 연간
특허료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소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d) b)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광업권자
가 연간 특허료의 납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멸 조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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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pago, ante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no habra
lugar a la caducidad de la concesion;
d) Si vencido el plazo establecido en el
inciso b), el concesionario no hubiere acreditado
el pago, se producira la caducidad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65 del
presente codigo y el titulo Ejecutorial perdera
su valor y eficacia juridica quedando franco
el terreno;
e) Producida lacaducidad por imperio de la
ley,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publicara
la nomina de las concesiones caducas en la
correspondiente publicacion mensual de la
Gaceta nacional minera. La nomina sera tambien
puesta en conocimiento d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cada jurisdiccion; y
f) El Superintendente de minas ordenara la
cancelacion de la inscripcion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l Servicio tecnico de
minas y de las partidas respectivas en el
registro de derechos reales.

용하고 법적 자격은 그 가치와 유효성을 상실
한다. 그리고 토지는 공한지로 남게 된다
e) 법에 의거하여 소멸조치가 적용된 후에, 광
산기술서비스는 광업관보의 해당 월 발간물에
그와 같은 소멸조치의 영향을 받는 광업권 명
단을 게재한다. 이 명단은 또한 각 관할지역의
광산감독관에게 제출된다
f) 광산감독관은 광산기술서비스 산하 광업등록
소의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록소의 해당 기재사
항을 취소하도록 지시한다

CAPITULO VII

제7 장

DEL PROCEDIMIENTO DE LA NULIDAD 무효 절차
Artículo 156. Las demandas de nulidad de
concesiones mineras seran interpuestas ante
el Superintendente de minas de la jurisdiccion
unicamente en aplicacion a lo establecido
en el articulo 66 del presente codigo.

제156조
광업권에 대한 무효화 청구서는 이 법 제66조
에서의 사유로 인하여서만 관할지역의 광산감
독관에게 제출된다.

Artículo 157. admitida la demanda el
Superintendente de minasordenara la citacion
del demandado, para que asuma defensa en
el plazo de diez dias calendario.
En los casos de condominio, la citacion con
la demanda se hara a todos los condominos;
las siguientes notificaciones a cualesquiera
de ellos surten efectoparatodos.

제157조
주장이 일단 인정되면, 광산감독관은 피고의 소
환을 지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10일 이내의 기
간에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소유인
경우에 소환장 및 청구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에
게 제출되고, 공동소유자 중 일부에게 제출된
모든 나머지 통지사항은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Artículo l58. declarada la nulidad de la 제158조
concesion, esta se revierte al dominio originario 무효 선언에 의하여 광업권은 본래의 국유지로
귀속된다. 무효가 선언된 광구에 사전 설정된
del Es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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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las concesiones mineras preconstituidas
por pertenencias que fueren declaradas
nulas, el titular de la cuadricula consolidara
su derecho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inciso 2) del articulo 67, segun el
procedimiento a que se refiere el capitulo
II, titulo II del Libro Segundo, del presente
codigo.

광업권과 관련하여, 스퀘어의 소유자는 이 법
제2권(Book Two) 제2편 제2장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
를 합병한다.

TITULO IV

제4 편

DE LOS RECURSOS ADMINISTRATIVOS 행정적 구제

CAPITULO I

제1 장

DEL RECURSO DE REVOCATORIA

취소 구제

Artículo 159. Las resoluciones del Superintendente
de minas que causen estado, podran ser
impugnadas ante la misma autoridad mediante
el recurso de revocatoria que debera presentarse
dentro de los diez dias calendario computables
desde la noti- ficacion a la parte interesada
con la resolucion pertinente. El Superintendente
revocara, modificara o confirmara la resolucion
impugnada.

제159조
한정적으로 문제를 종결짓는 광산감독관의 판
결은 행정적 구제를 통하여 동일 기관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행정적 구제는 관련된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 당사자들에게 통지서가 제
출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되어
야 한다. 광산감독관은 항소한 판결을 취소, 수
정 또는 확정한다.

Artículo 160. El Superintendente de minas
correra traslado a la parte contraria si
hubiera, la que podra responder en el plazo
de diez dias calendario. con o sin dicha
respuesta el Superintendente resolvera el recurso
en un plazo de veinte dias calendario. Vencido
este plazo sin que hubiera pronunciamiento
se considera confirmada la resolucion impugnada.

제160조
광산감독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
청자에게 통지하는데, 이의 신청자는 10일 이
내에 응답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응답이 있거
나 없거나 막론하고 광산감독관은 20일 이내에
구제를 결정한다. 앞의 기간이 경과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 항소하였던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CAPITULO II

제2 장

DEL RECURSO JERARQUICO

계통을 통한 구제

Artículo 161. La resolucion del Superintendente
de minas o la falta de pronunciamiento en
el plazo senalado en el articulo anterior,
hacen procedente el recurso jerarquico ante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que se
presentara al Superintendente recurrido en
el plazo de diez dias calendario computable

제161조
광산감독관의 판결 또는 전 조항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것은 광산감독국장에게
계통적 구제의 법적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계통적 구제는 통지서가 판결을 받은 각 당사
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의
견이 없을 때는 언급된 20일이 경과한 날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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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de la notificacion a las partes con la
respectiva resolucion, o desde el vencimiento 결에 대하여 구제가 신청된 광산감독관에게 제
de los veinte dias senalados en el articulo 출한다.
precedente, si no hubiera pronunciamiento.
Artículo 162. El Superintendente recurrido
correra traslado a la parte contraria, si
hubiera, para que responda en el termino
de diez dias calendario desde su notificacion
con el recurso y elevara obrados ante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en el
plazo de tres dias computables desde la notificacion
a las partes con la concesion del recurso
jerarquico.

제162조
판결에 대하여 구제가 신청된 광산감독관은 이
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
여 구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계통적 구제를 승인받은
당사자들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기산
하여 3일 이내에 광산감독국장에게 모든 소송
절차의 기록을 제출한다.

Artículo 163. Si la resolucion d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no se expidiera dentro
del plazo de treinta dias calendario desde la
recepcion de obrados, se presumira sin admitir
prueba en contrario, que su resolucion es
confirmatoria.

제163조
광산감독국장의 판결이 모든 소송 절차의 기록
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지지 않
으면 반대되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Artículo 164. La resolucion que dicte el
Superintendente General de minas o la falta
de pronunciamiento segun el articulo anterior,
agotan la via administrativa quedando abierta
la via jurisdiccional contencioso administrativa.

제164조
광산감독국장의 판결 또는 의견 없음은 전 조
항에 의거하여 행정적 구제조치는 모두 사용한
것이고, 사법상의 행정적 계쟁행위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이다.

TITULO V

제5 편

DE LAS DISPOSICIONES TRANSITORIAS
부칙 및 종칙
Y FINALES
Artículo 1. El presente codigo entrara en
vigencia a partir de su publicacion en la
Gaceta oficial de bolivia. Hasta sesenta (60)
dias despues de dicha publicacion no se
admitiran nuevas peticiones mineras, bajo
sancion de nulidad por imperio de la ley,
sin necesidad de declaracion administrativa
o judicial.

제1조
이 법은 볼리비아의 관보에 게재된 일자로 효
력을 갖는다. 게재 이후 60일 동안 법에 의거
한 무효처분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선
포의 필요 없이 어떠한 신규 조광 신청도 인정
되지 않는다.

Artículo 2. Las peticiones, demandas y demas
tramites mineros que se encuentren en curso
al entrar en vigencia este codigo se regiran
hasta su finalizacion por las disposiciones

제2조
신청, 청구 및 기타 광업 절차와 이 법이 발효
되기 시작한 일자에 처리된 소송 절차 등은 이
법의 발효 이전에 유효한 이전의 처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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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entes con anterioridad al presente codigo. 여 결정된다.
Artículo 3. Los concesionarios mineros de
exploracion en tramite o con auto de
concesion a la fecha de vigencia de este
codigo, mantendran su prioridad para obtener
concesiones mineras mediante e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l capitulo I titulo II del
Libro Segundo del presente codigo.

제3조
광업권 문서가 아직 진행 중에 있거나 이 법의
발효 개시일에 광업권 문서를 이미 획득한 탐
사 광업권자는 이 법 제2권 제2편, 제1장에 규
정된 절차를 통하여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유지한다.

Artículo 4. Las concesiones constituidas por
pertenencias mineras deberan ser inscritas
en el Servicio tecnico de minas con caracter
obligatorio y perentorio hasta el
31 de diciembre de 1997, impostergablemente.
caso contrario quedaran revertidas al dominio
originario del Estado por disposicion de
este codigo.

제4조
여러 광구로 구성된 광업권은 늦어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필수적이고 선취적으로 광산기
술서비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의 처분에 의거하여 국유지로 귀속된다.

Artículo 5. Los concesionarios mineros por
pertenencias, durante el plazo de 120 dias a
partir de la vigencia del presente codigo,
tendran prioridad para convertir sus concesiones
preconstituidas en concesiones por cuadricula
La prioridad a que se refiere el paragrafo
precedente, correspondera al concesionario
mas antiguo.

제5조
조광지가 여러 광구들로 구성된 광업권자는 그
들의 사전 설정된 광업권을 이 법 발효일로부
터 기산하여 120일간 스퀘어를 기준으로 한 광
업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전
항에 언급된 우선권은 최장 기간 동안 조광지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자에 해
당한다.

Artículo 6. Entre tanto el Poder Ejecutivo
establezca las escalas variables a que se
refiere el antepenultimo parrafo del articulo
98 del presente codigo, el Impuesto complementario
de la mineria se pagara aplicando el nivel
minimo de las alicuotas establecidas en el
precitado articulo.

제6조
대통령이 이 법 제98조 두 번째 항에서 마지막
항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세율을 정할 때까지
추가광업세는 제98조에 규정된 세율의 최소 수
준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Artículo 7. El regimen del Impuesto
complementario de la mineria, establecido
en el presente codigo, y del 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se aplicara
con caracter general a todos los sujetos
pasivos establecidos en el articulo 96o del
presente codigo, a partir del 1º de abril de
1997.

제7조
이 법에 규정된 추가광업세 제도와 소득세 제
도는 1997년 4월 1일자로 이 법 제96조에 규
정된 모든 소극적 주체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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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8. Las empresas mineras y/o
metalurgicas, para la determinacion de la
utili- dad neta sujeta a impuesto, podran
deducir como gasto las contribuciones voluntarias
que efectuen durante la gestion fiscal cuando:
a) Se destinen exclusivamente a la ejecucion
de proyectos de desarrollo en municipios en
los que se encuentren ubicadas sus operaciones
industriales;
b) dichas deducciones acumuladas a partir
de la gestion fiscal 1998 no excedan el
10% (dIEZ Por cIEnto) de las inversiones
acumuladas en exploracion, desarrollo, explotacion,
beneficio y en proteccion ambiental directamente
relacionadas con sus actividades mineras
y/o metalurgicas que se realicen en el pais
a partirde la referida gestion fiscal; y
c) La ejecucion de los precitados proyectos
de desarrollo se concerte con el municipio
e incluya necesariamente un aporte minimo
de contraparte del 20% (VEIntE Por
cIEnto) por el municipio beneficiario.
Artículo 9o.- El Poder Ejecutivo establecera
mediante reglamento la fecha de aplicacion,
no mas tarde del 1º de octubre de 1997,
los formularios de declaracion impositivos
adecuados a la naturaleza de sus operaciones
y las deducciones adicionales a las establecidas
con caracter general en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aplicables al 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para aquellos
pequenos productores mineros, cuya determinacion
sera establecida en reglamento.

제8조
세금을 전제 조건으로 한 순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광업⋅제련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연중
투입된 자발적인 분담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a) 이 비용이 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체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에 독점적으로 배정되었
을 경우
b) 1998년 회계연도 현재로 그와 같은 누적
공제액은 전술한 회계연도 현재로 국가에서 수
행된 광업⋅제련에 직접 관련된 탐사, 개발, 채
굴, 선광 및 환경보호 활동에서의 누적 투자금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c) 전술한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은 지방자치체
와 함께 수행하고, 반드시 이익을 얻는 지방자
치체로부터 20%의 최소 대충 분담액을 포함한
다.

제9조
대통령은 규정을 통하여 늦어도 1997년 10월
1일까지 실제적인 법적 처분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 추가적인 공제는 물론,
광산의 특성에 알맞는 소규모 광업자에게 법인
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과세형식의 신청
일자를 규정하며, 이 결정은 법규를 통하여 규
정된다.

Artículo 10. El Poder Ejecutivo establecera 제10조
programas de capacitacion contable para la 대통령은 소규모 광업자 및 협동조합의 회계분
야에 있어서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mineria chica y cooperativa.
Artículo 11. Sustituyese el cuartoparrafo del
inciso b) del articulo 51. de la Ley de
reforma tributaria no 843, por el siguiente:
“Esta deduccion tiene como limite un
monto anual de bs. 250.000.000. -(dos

제11조
세제 개혁법 제43호 제51조의 b)항 중 네 번
째 항은 다음 내용으로 대체된다.
이 공제는 개별 광산에 대하여 총 Bs. 250,000,000
(2억 5천만 볼리비아노)로 제한한다. 이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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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ntos incuenta millones de bolivianos) por
cada operacion extractiva. Este monto se
actualizara anualmente, a partir de la
Gestion Fiscal 1997, segun la variacion del
tipo de cambio del boliviano respecto al
dolar de los Estados Unidos de america
mas el 50% (cincuenta por ciento) de la tasa
de inflacion de este pais” El Poder Ejecutivo
incluira esta disposicion en el texto
ordenado de la Ley nº 843.

미국 달러에 대한 볼리비아노의 환율에 미국
물가인 상율의 50%를 더한 값의 변동에 따라
1997년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갱신된다. 대통
령은 법 제843호의 내용에 이 처분 내용을 포
함시킨다.

Artículo 12. Se abroga el codigo de mineria
de 7 de mayo de 1965, la Ley nº 1243 de
11 de abril de 1991 y la Ley nº 1297 de
27 de noviembre de 1991. derogase los
articulos 154, 155 y 156 y en lo concerniente
a asuntos relacionados con actividades
mineras los articulos 33o, 37o, 55o inciso4),
60, 108, 277, 283 y 284 de la Ley de
organizacion Judicial. Quedan abrogadas
tambien todas las leyes, decretos leyes, decretos
supremos y demas disposiciones contrarias al
presente codigo.

제12조
1965년 5월 7일자의 광업법과 1991년 4월 11
일자의 법 제1243호 및 1991년 11월 27일자
의 법 제1297호는 폐기된다. 제154, 155, 및
156조 및 광업활동과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서
제33, 37, 55조, 제60조 4항, 사법조직법 제
108, 277, 283 및 284조는 적용이 제한된다.
이 법에 반하는 모든 법률, 명령 및 기타 처분
은 이로써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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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Decreto Seupremo 2967
RegistroOficial711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CAPITULO I

제1 장

DISPOSICIONES FUNDAMENTALES
Artículo 1. Los yacimientos de hidrocarburos
y sustancias que los acompañan, en
cualquier estado físico en que se encuentren
situados en el territorio nacional, incluyendo
las zonas cubiertas por las aguas del mar
territorial,
pertenecen
al
patrimonio
inalienable e imprescriptible del Estado.

통칙

제1조
영해를 포함한 영토 내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혼합물 및 기타 모든 물질의 유전은 불가양하
고 절대적인 국가자산이다.

자원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보전
Y su explotación se ceñirá a los lineamientos 방침 내로 한정한다.
del desarrollo sustentable y de la protecc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Artículo 1-A. En todas las actividades de
hidrocarburos,
prohíbense
prácticas
o
regulaciones que impidan o distorsionen la
libre competencia, por parte del sector
privado o público. Prohíbense también
prácticas o acciones que pretendan el
desabastecimiento deliberado del mercado
interno de hidrocarburos
Artículo 2. El Estado explorará y explotará
los yacimientos señalados en el artículo
anterior en forma directa a través de las
Empresas Públicas de Hidrocarburos. De
manera excepcional podrá delegar el
ejercicio de estas actividades a empresas
nacionales o extranjeras, de probada
experiencia y capacidad técnica y económica,
para lo cual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celebrar contratos de asociación, de

제1조-A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탄화수소
의 모든 자원활동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관행 또는 규정은 금지한다. 또한 탄
화수소 국내시장의 고의적 공급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관행 또는 행동도 금지한다.
제2조
국가는 탄화수소 공기업을 통해 제1조가 정한
유전을 직접 탐사개발한다. 국가는 경험과 기
술⋅경제력이 검증된 국내외 회사에 탐사개발
활동을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탄화수소
청은 탄화수소의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계약,
생산물 분배계약, 서비스 또는 현행 에콰도르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위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설립된 검증된 국내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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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ción,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o mediante otras formas
contractuales de delegación vigentes en la
legislación ecuatoriana. También se podrá
constituir compañías de economía mixta con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de reconocida
competencia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País.
Son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campos marginales aquéllos celebrados
por el Estado por intermedi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mediante los cuales se
delega a la contratista con sujeción al
numeral primero del artículo 46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la
facultad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dicional
en los campos de producción marginal
actualmente explotados por PETROPRODUCCION,
realizando todas las inversiones requeridas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dicional.
Son campos marginales aquéllos de baja
prioridad operacional o económica considerados
así, por encontrarse lejanos a la infraestructura
de PETROECUADOR, por contener crudo
de baja gravedad (crudo pesado), o por
necesitar técnicas de recuperación excesivamente
costosas, calificados como tales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iempre y cuando
dicha explotación y exploración adicional
signifique mayor eficiencia técnica y económica
en beneficio de los intereses del Estado.
Estos campos no podrán representar más
del 1% de la producción nacional y se
sujetarán a los cánones internacionales de
conservación de reservas. La adjudicación
de estos contratos será realizada por el
Comité Especial previsto en el artículo 19
y mediante concursos abiertos dando
prioridad a la participación de empresas
nacionales del sector hidrocarburífero, por sí

과 민관 혼합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탄화수소부를 통해 체결된 위 계약은 단위구역
유전(campos marginales)의 탐사와 개발 계약
이다.
이 계약을 통해 국가는 현재 페트로에콰도르
(에콰도르 석유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
계생산유전(campos de producción marginal)
의 추가적 탐사와 개발을 공화국헌법 제46조 1
에 의거하여 계약자에 위임하고 추가적 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수행한다.
한계유전은 에콰도르 석유공사의 인프라와 거
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중대성이 낮은
원유(중질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경우, 혹은 고
가의 복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인해 탄
화수소부에 의해 위와 같이 분류된 지역으로
추가탐사와 개발은 조상 국가의 이득에 있어
큰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유전은 국민생산의 1% 이상을 생산할
수 없으며, 매장량 보존 국제 로열티가 적용된
다. 본 계약의 양허(adjudicación)는 제19조에
명시된 특별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거나 탄화수
소 관련 국내 단일 혹은 연계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공개입찰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의 양허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을 고려한다.
a) 지역에 이뤄질 큰 투자금액
b) 최소생산보증
c) 생산비용

에콰도르 석유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혹은 계약을 통해
이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동일 조건하
에 국내 기업을 선호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통해 에콰도르 석유공사는 이행되어야 하는 작
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지속적인 형
태로 보여줄 수 있다.
자회사 혹은 모든 유형의 계약을 통해 석유산
업의 한 단계에 개입할 때 에콰도르 석유공사
의 금융체계는 특별법에 의해 재정된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새로운 탄화수소 매장량 검
색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기금를 조성하기 위
하여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 청부작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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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o asociadas.
Las adjudicaciones procurarán tomar en
consideración:
a) Mayor monto de inversión a realizarse
en el área.
b) Garantía de producción mínima, o
c) Costos de producción.
Las obras o servicios específicos que
PETROECUADOR tenga que realizar, podrá
hacerlos por sí misma o celebrando contratos
de obras o de servicios, dando preferencia,
en igualdad de condiciones, a las empresas
nacionales. Con este propósito PETROECUADOR
divulgará en forma oportuna y permanente
los programas de obras y servicios que 에 의해 발생된 순이익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deba realizar.
할당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국가 감사원의 감
El régimen financiero de PETROECUADOR, 독 하에 탄화수소부에 의해 관리된다.
cuando intervenga en cualquier fase de la
industria petrolera, a través de filiales o
celebrando contratos de cualquier naturaleza,
será el establecido en su Ley Especial.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stinará de
los ingresos netos que se originen en los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los recursos necesarios a fin de formar un
fondo permanente de inversión para la
búsqueda de nuevas reservas de hidrocarburos.
Este fondo será administrado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bajo la supervigilancia de
la Contraloría General del Estado.
Artículo 3.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su
refinación, industrialización, almacenamiento
y comercialización, serán realizadas directamente
por las empresas públicas, o por delegación
por empresas nacionales o extranjeras de
reconocida competencia en esas actividades,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país, asumiendo la
responsabilidad y riesgos exclusivos de su
inversión y sin comprometer recursos públicos,
según se prevé en el tercer inciso de este

제3조
송유관, 정유관, 가스관을 통한 탄화수소의 수
송, 정제, 산업화, 저장 및 판매는 공기업이 직
접 관장하거나, 또는 국내에 설립된 검증된 국
내외 회사에 위임하여 실행한다. 이 조 세 번
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에 부담전가
없이 투자책임과 투자위험에 대해 자기가 부담
한다.
탄화수소청은 합작계약, 컨소시엄 계약, 운영계
약 혹은 에콰도르법령이 정한 유효한 기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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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delegar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su
refinación e industrialización celebrando contratos
de asociación, consorcios, de operación o
mediante otras formas contractuales vigentes
en la Legislación Ecuatoriana. También podrá
constituir compañías de economía mixta. La
adjudicación de estos contratos se sujetará a
los procedimientos de licitación previstos en
el artículo 19 de esta Ley. La delegación
por parte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ningún caso implicará transferencia de
dominio de los bienes e instalaciones que
en la actualidad son de PETROECUADOR
o sus filiales.
Cuando las actividades previstas en el
primer inciso de este artículo sean realizadas
en el futuro por empresas privadas que
tengan o no contratos suscri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éstas asumirán
la responsabilidad y riesgo exclusivo de la
inversión sin comprometer recursos públicos, y
podrán hacerlo previa autorización directa
expedida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mediante Decreto Ejecutivo, previo el
inform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7 de esta Ley, autorizándolas a
ejecutar cualquiera de esas actividades. Estas
empresas también podrán ser autorizadas a
realizar actividades de transporte por ductos,
construyéndolos u operándolos a través de
compañías relacionadas por sí solas o en
asociación con compañías especializadas en
tales actividades. En el caso de ductos
principales privados para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tratarse de un servicio
público,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revia
autorización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celebrará con la empresa o consorcio autorizados, el
respectivo contrato que regulará los términos

식에 따라 송유관, 정유관, 가스관을 통한 탄화
수소의 수송, 정제 및 산업화를 위임할 수 있
다.
탄화수소청은 민관 혼합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위 계약의 낙찰은 이 법 제19조가 정한 청약
절차에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탄화수소청의
위임은 에콰도르 석유공사나 그 자회사가 보유
한 자산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
하지 않는다.
탄화수소부는 송유관, 정유관, 가스수송관에 의
한 탄화수소의 수송, 정제 및 산업화를 합작개
발 계약, 양도, 운영계약 혹은 에콰도르 법률에
유효한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위임할 수 있
다. 탄화수소부는 또한 혼합경제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약의 양허는 이 법제의
제19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어떠한 경우
라도 탄화수소부에 의해 체결되는 위임이 현
에콰도르 석유공사나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를 뜻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조의 첫 번째 문단에 명시된 활동이
탄화수소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한 혹은 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의해 이뤄질 경
우, 기업은 책임감과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
하고 공공자원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
한 기업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행정법령을 통해
직접 발행한 권한과 이 법제 제7조에 입각한
탄화수소 관리⋅규제부 보고서를 이후 앞서 언
급된 모든 활동을 실행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 기업은 또한 수송활동에 위해 기업 단독으
로 혹은 그 분야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수
송관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탄화수소 수송을
위해 주요 민간수송관을 사용할 경우, 탄화수
소부는 대통령의 사전승인 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 혹은 컨소시엄(consorcio)과 주요 민간수
송관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거래조건에 관
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위에 명시된 탄화수소 관리⋅규제부에 대한 보
고서에는 프로젝트가 API와 DNI의 국제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모든 안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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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condiciones bajo los cuales podrá construir
y operar tales ductos principales privados.
El mencionado inform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deberá
contener la certificación de que el proyecto
se apega a normas internacionales de
calidad -API- o -DIN- y de que se contemplan
todas las normas de seguridad en lo que
respecta a la protección del ambient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realizará en forma permanente
la fiscalización y auditoría de costos de la
construcción y operación del oleoducto de
crudos pesados.
Todas las acciones emitidas por las empresas
privadas que tengan suscritos contratos para
la construcción y operación de ductos
principales privados y todos los bienes
adquiridos para la ejecución de los mismos,
se transferirán al Estado Ecuatoriano, en
buen estado de conservación, salvo el desgaste
por el uso normal, una vez amortizada
totalmente la inversión, en los términos y
condiciones que consten en el contrato
respectivo, en el que, para tales efectos, se
establecerán la metodología y plazos de
amortización de las inversiones efectuadas, sin
perjuicio de las normas legales y reglamentarias
que regulen las amortizaciones y depreciaciones
de inversiones y activos para fines tributarios.

정에 대해 심사숙고 한다는 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탄화수소 관리⋅규제부는 영구적으로 중질원유
의 송유관 건설 및 운영비용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주요 민간수송관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의해 발행된 모든 주식과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획득한 모든 자산은
에콰도르 정부에 이전되어 온전히 보존된다.
그러나 일단 투자비가 모두 양도된 후 각 계약
서에 규정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소모된 일상
비용은 예외로 한다. 이를 위해 그 계약서에는
세금 납부로 인한 투자비와 주식의 양도 및 평
가절하에 관한 법규 및 규정을 위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된 투자비의 양도 방법 및 양도
기한이 정해진다.

Artículo 4. Se declara de utilidad pública la
industria de hidrocarburos en todas sus
fases, esto es, el conjunto de operaciones
para su obtención, transformación,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Por consiguiente, procede
la expropiación de terrenos, edificios, instalaciones
y otros bienes, y la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generales o especiales de acuerdo con la
Ley, que fueren necesarias para el desarrollo
de esta industria.

제4조
탄화수소의 생산, 가공, 수송, 판매 등 탄화수
소 산업의 일체는 공익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탄화수소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토
지, 건물, 시설, 기타 자산의 수용 및 일반 혹
은 특별 지역권 설치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된다.

Artículo 5. Los hidrocarburos se explotarán
제5조
con el objeto primordial de que sean
탄화수소 개발은 국내 산업화가 주목적이다.
industrializados en el Paí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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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ULO II

제2 장

DIRECCIÓN Y EJECUÍÓN DE LA POLÍTICA
탄화수소 정책의 방향 및 집행
DE HIDROCARBUOS
Artículo 6. Corresponde a la Función
Ejecutiva la formulación de la política de
hidrocarburos. Para el desarrollo de dicha
política, su ejecución y la aplicación de
esta Ley, el Estado obrará a través del
Ministerio del Ramo y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Artículo 6-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H).Créas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H, como entidad adscrita al
Ministerio Sectorial, con personalidad
jurídica, patrimonio propio, autonomía
administrativa, técnica, económica, financiera
y operativa, que administra la gest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hidrocarburíferos y de las sustancias que los
acompañen, encargada de ejecutar las
actividades de suscripción, administración y
modificación de las áreas y contratos petroleros.
Para este efecto definirá las áreas de
operación directa de las empresas públicas y
las áreas y actividades a ser delegadas a la
gestión de empresas de economía mixta y
excepcionalmente a las empresas privada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sometidas al régimen jurídico
vigente, a la Ley de Hidrocarburos y demás
normas que la sustituyan, modifiquen o adicionen.
El representante legal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erá el Secretario de Hidrocarburos,
designado por el Ministro Sectorial.
Atribuciones.- Son atribuciones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as siguientes:
a. Suscribir, a nombre del Estado ecuatoriano,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industrialización y transporte, previa adjudicación
por parte del Ministerio Sectorial;
b. Aprobar planes y programas técnicos y
económicos para la correcta ejecución de

제6조
탄화수소 정책 수립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이
정책개발 집행과 이 법의 적용을 위해서 국가
는 비재생천연자원부와 탄화수소청(Secretaría
de Hidrocarburos)을 설치한다.
제6조-A
탄화수소청(SH) - 비재생천연자원부 산하기관으
로 법인격, 독립재산, 행정, 기술, 경제, 재정
및 운영 자치권을 갖는 탄화수소청을 창설한다.
탄화수소청은 비재생 천연자원물인 탄화수소와
부산물을 관리하고, 단위구역 및 석유계약의
등록, 관리, 변경 사무를 관장한다. 탄화수소청
은 탄화수소법과 기타 관련 규범에 따라 공기
업이 직접 운영하는 영역과 공사와 민간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영역과 사업, 그
리고 예외적으로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
는 영역과 사업을 정한다. 탄화수소청의 법정
대리인은 탄화수소청의 장이며, 비재생천연자원
부가 이를 임명한다.
권한 - 탄화수소청은 다음 권한을 갖는다.
a. 비재생천연자원부의 계약낙찰 후 탄화수소
탐사개발, 산업화 및 수송 계약에 서명한다.
b.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 개발, 산
업화 및 수송에 관한 모든 활동의 효율적인 이
행을 위해 기술⋅경제적 계획과 프로그램을 승
인한다.
c.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산업화, 수송의 진흥
전략을 기획, 평가, 이행하며, 국제관습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d. 국가 탄화수소 자원을 평가한다.
e. 탄화수소 등록부를 보존한다.
f. 체결된 계약을 관리하며, 계약이행을 감독한
다.
g. 국가의 탄화수소 지역을 관리하며, 이를 탐
사와 개발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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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actividades y de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industrialización y
transporte, de conformidad con la presente
Ley;
c. Diseñar, evaluar y realizar estrategias de
promoción de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industrialización y transporte de hidrocarburos
y divulgarlas con las mejores prácticas
internacionales;
d. Evaluar el potencial hidrocarburífero del
país;
e. Mantener el Registro de Hidrocarburos;
f. Administrar los contratos que suscriba y
controlar su ejecución;
g. Administrar las áreas hidrocarburíferas
del Estado y asignarlas para su exploración
y explotación;
h. Administrar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en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que le
corresponda en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i. Apoyar al Ministerio Sectorial en la
formulación de la política gubernamental en
materia de hidrocarburos;
j. Administrar la información de las áreas y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industrialización y transporte de hidrocarburos
y asegurar su preservación, integridad y
utilización;
k. Administrar y disponer de los bienes que
por cualquier concepto se reviertan al
Estado, por mandato de esta Ley;
l. Fijar las tasas de producción de petróleo
de acuerdo con los contratos y los reglamentos;
m. Emitir informe previo a la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Sectorial para la transferencia
o cesión de derechos de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así como para las autorizaciones inherentes
a las actividades de transporte, almacenamiento,
industrialización y comercialización, cuando
corresponda;
n. Solicitar a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h. 탄화수소의 탐사개발 계약에 명시된 탄화수
소량에 대한 국가참여를 관리한다.
i. 탄화수소 부문의 정부정책수립에 비재생천연
자원부를 지원한다.
j. 탄화수소 지역과 탐사개발, 산업화, 수송계약
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며, 탄화수소 자원의 보
호, 보전, 활용을 보장한다.
k.이 법에 의해 국가에 반환된 모든 형태의 자
원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l 계약 및 계약시행 규칙에 따라 석유생산량을
정한다.
m. 탄화수소 탐사개발 계약에 대한 권리 이전
과 수송, 저장, 가공 및 판매 승인을 위해 비재
생천연자원부의 승인 이전에 보고서를 제출한
다.
n. 기타 탄화수소 자원활동에서 탄화수소 탐사
개발계약 실효 및 비재생천연자원부가 발급한
허가나 라이선스 철회를 요청한다.
o.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한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공포한 탄화수소청의 조직
기능 시행령은 이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 탄화
수소청과 탄화수소국의 기타 권능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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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e motivado, la caducidad de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o la revocatoria de autorizaciones
o licencias emitida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en las demá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y,
o. Las demás que correspondan de conformidad
con esta Ley y el Reglamento.
El Reglamento Orgánico Funcional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que para el efecto
expida el Ministro Sectorial, determinará las
demás competencias de la Secretaría y sus
Sub Secretarías que se crearen, en el marco
de las atribuciones de la Ley.
Artículo 7.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0, 제7조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Suplemento 폐지(2010년 7월 27일 Registro
244 de 27 de Julio del 2010.
Suplemento 244 법률 제0에 명시)

Oficial

Artículo 8.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8조
0,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Suplemento 페지(2010년 7월 27일 Registro
Suplemento 244 법률 제0에 명시)
244 de 27 de Julio del 2010.

Oficial

Artículo 9.- El Ministro Sectorial es el
funcionario encargado de formular la política de
hidrocarburos aprobados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así como de la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Está facultado para organizar
en su Ministerio los Departamentos Técnicos
y Administrativos que fueren necesarios y
proveerlos de los elementos adecuados para
desempeñar sus funciones.
La industria petrolera es una actividad
altamente especializada, por lo que será
normada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Esta normatividad comprenderá lo
concerniente a la prospección, exploración,
explotación, refinación, industrialización,
almacenamiento,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de los hidrocarburos y de sus derivados, en
el ámbito de su competencia.

제9조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이 승인한 탄
화수소 정책을 제도화하고, 이 법률을 적용한
다.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은 부서 내에 기술
팀 및 관리팀을 조직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석유산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 탄화수소
감독실의 통제를 받는다. 탄화수소 감독실의
권한은 탄화수소와 부산물의 탐사, 채굴, 개발,
산업화, 저장, 수송 및 판매를 포함한다.

Artículo 10. Los actos jurídicos de las 제10조
instituciones del sector podrán ser impugn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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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sede administrativa o judicial. La
impugnación en sede administrativa se hará de
conformidad con el Estatuto del Régimen
Jurídico Administrativo de la Función
Ejecutiva. En sede judicial, se tramitará
ante los tribunales distritales de lo Contencioso
– Administrativo.
Las controversias que se deriven de los
contratos regidos por esta ley podrán ser
resueltas mediante la aplicación de sistemas
de mediación y arbitraje de conformidad
con lo establecido en la ley y en el
convenio arbitral correspondiente
Artículo 11.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ARCH).- Créas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ARCH, como organismo
técnico- administrativo, encargado de regular,
controlar y fiscalizar las actividades técnicas
y operacionales en las diferentes fases de la
industria hidrocarburífera, que realicen las
empresas públicas o privadas, nacionales,
extranjeras,
empresas
mixtas,
consorcios,
asociaciones, u otras formas contractuales y
demá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que ejecuten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en el Ecuad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será una institución de
derecho público, adscrita al Ministerio
Sectorial con personalidad jurídica, autonomía
administrativa, técnica, económica, financiera
y patrimonio propi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tendrá un Directorio que
se conformará y funcionará según lo dispuesto
en el Reglamento.
El representante legal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será
el Director designado por el Directorio.
Atribuciones.- Son atribuciones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las siguientes:

탄화수소 기관의 법률행위는 행정 이의신청 혹
은 사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이
의신청은 행정기능 행정사법제도 규칙에 따른
다. 사법 이의신청은 행정법원에 제출한다.
이 법에 의한 계약분쟁은 이 법과 개별 조정협
약이 정한 조정중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한다.

제11조
탄화수소 감독실(ARCH) - 에콰도르에서 탄화
수소 자원활동을 하는 공공기업, 민간기업, 국
내기업, 외국기업, 민관 혼합기업, 컨소시엄, 합
작회사 혹은 기타 계약방식 그리고 개인, 단체,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탄화수소 산업의 단계별
기술운영을 관리감독 및 통제하는 기술행정 조
직으로서 탄화수소 감독실을 설치한다.
탄화수소 감독실은 비재생천연자원부 산하기관
으로서, 법인격, 행정, 기술, 경제, 재정 자치권
및 독립재산을 보유한다.
탄화수소 감독실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고 기능하는 집행이사회(Directorio)를
갖는다.
탄화수소 감독실의 법정대리인은 이사회가 지
정한다.
탄화수소 감독실은 다음 권한을 갖는다.
a.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산업화, 정제, 운송
및 판매를 규제, 관리감독한다.
b. 탄화수소 부문에서 이 법과 시행령 및 기타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관리한다.
c. 탄화수소 자원활동의 기술규제를 집행한다.
d. 직접 혹은 전문기업을 통해 탄화수소 자원
활동을 평가한다.
e. 탄화수소 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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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ular, controlar y fiscalizar las operaciones
de exploración, explotación, industrialización,
refinación,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de
hidrocarburos;
b. Controlar la correcta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sus reglamentos y demás
normativa aplicable en materia hidrocarburífera;
c. Ejercer el control técnico de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d. Auditar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por sí misma o a través de empresas
especializadas;
e. Aplicar multas y sanciones por las
infracciones en cualquier fase de la industria
hidrocarburífera, por los incumplimientos a
los contratos y las infracciones a la presente
Ley y a sus reglamentos;
f. Conocer y resolver sobre las apelaciones
y otros recursos que se interpongan respecto
de las resoluciones de sus unidades desconcentradas;
g. Intervenir, directamente o designando
interventores, en las operaciones
hidrocarburíferas de las empresas públicas,
mixtas y privadas para preservar los intereses
del Estado;
h. Fijar y recaudar los valores correspondientes
a las tasas por los servicios de administración
y control;
i. Ejercer la jurisdicción coactiva en todos
los casos de su competencia;
j. Solicitar a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informe motivado, la caducidad de l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o la revocatoria de
autorizaciones o licencias emitida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en las demá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y,
k. Las demás que le correspondan conforme
a esta Ley y los reglamentos que se expidan
para el efecto.

과 계약위반에 대해 벌금부과와 징계에 처한다.
f. 탄화수소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기타 상소를 처리한다.
g. 공공기업, 민간기업, 민관 혼합기업의 탄화
수소 운영에 직접 혹은 임명 감사를 통해 개입
한다.
h. 관리규제 서비스료를 정하고 징수한다.
i. 탄화수소 감독실 권한 내의 강제력을 행사한
다.
j. 기타 탄화수소 자원활동에서 탄화수소 탐사
개발계약 실효 및 비재생천연자원부가 발급한
허가나 라이선스 철회를 요청한다.
k.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기타 권한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공포한 탄화수소청의 조직
기능 시행령은 이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 탄화
수소 감독실과 탄화수소 지방감독실의 기타 권
능을 정할 수 있다.

El Reglamento Orgánico Funcional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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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para el efecto expida el Ministro Sectorial,
determinará las demás competencias de la
Agencia y sus Regionales que se crearen,
en el marco de las atribuciones de la Ley.
Artículo 12. E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e conservará el Registro de
Hidrocarburos,
en
el
que
deberán
inscribirse:
a) Las escrituras de constitución, prórroga o
disolución de las empresas petroleras de
nacionalidad ecuatoriana;
b) Los instrumentos de domiciliación en el
Ecuador de las empresas petroleras extranjeras;
c) Los contratos sobre hidrocarburos que
haya suscrito el Estado o celebr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 Las cesiones parciales o totales de los
derechos establecidos en los contratos antes
señalados;
e) Los instrumentos que acrediten la representación
legal de las empresas
petroleras; y,
f) Las declaraciones de caducidad.

제12조
탄화수소청은 탄화수소 등록부를 보관하며, 다
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에콰도르 국적 석유회사 정관, 연장문서, 해
산문서
b) 외국 석유기업들의 국내주소 증명서
c) 국가 혹은 탄화수소청이 체결한 탄화수소
계약들
d) 위 계약상 규정된 권리의 일부 혹은 전부
양도
e) 석유기업의 법정 대리인 증명서
f) 계약실효 선언문

이 등록부에 에콰도르 국적 기업 혹은 외국기
업의 주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법과 회사
법,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를 이
Para inscribir en este Registro a las empresas
행해야 한다.
de nacionalidad ecuatoriana o la domiciliación
de las extranjeras, deberán haberse cumplido
이 등록부에 기록되는 국영 혹은 외국기업은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las de la Ley
본 법률, 회사법, 상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모
de Compañías, las del Código de Comercio
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y demás disposiciones legales pertinentes.
이 기록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식 혹은 보
충협약 기록의 인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l efectuarse una inscripción, se archivará
copia certificada de las escrituras públicas o
탄화수소부는 필요 시 계약자의 합법적인 상황
de las protocolizaciones que se presentaren.
을 의미하는 모든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El Ministerio cuando estime necesario podrá
ordenar que se archive cualquier documento
que se refiera a la situación legal de las
empresas contratistas.
CAPITULO III
FORMAS CONTRACTUALES

제3 장
계약방식

Artículo 12-A. Son contratos de participación 제12-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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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aquéllos celebrados por el
Estado por intermedi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mediante los cuales delega a
la contratista con sujeción a lo dispuesto en
el numeral uno del artículo 46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la
facultad de explorar y explotar hidrocarburos
en el área del contrato, realizando por su
cuenta y riesgo todas las inversiones, costos
y gastos requeridos para la exploración,
desarrollo y producción.
La contratista, una vez iniciada la producción
tendrá derecho a una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del área del contrato, la cual se
calculará a base de los porcentajes ofertados
y convenidos en el mismo, en función del
volumen de hidrocarburos producidos. Esta
participación, valorada al precio de venta
de los hidrocarburos del área del contrato,
que en ningún caso será menor al precio
de referencia, constituirá el ingreso bruto de
la contratista del cual efectuará las
deducciones y pagará el impuesto a la renta,
en conformidad con las reglas previstas en
la 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
La participación de la contratista también
podrá ser recibida en dinero, previo acuerdo
co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caso de devolución o abandono total del
área del contrato por la contratista, nada
deberá el Estado y quedará extinguida la
relación contractual.

국가는 탄화수소청을 통해 탄화수소의 탐사개
발에 대한 지분참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
해 국가는 공화국 헌법 제46조 첫째 단락에 입
각하여 해당 계약지역의 탐사와 개발권을 계약
자에 위임하며, 계약자는 모든 투자, 비용, 탐
사,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책임
과 위험부담을 진다.
생산을 시작한 계약자는 계약지역의 생산지분
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생산된 탄화수소
양에 대한 지분은 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동의
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계약지역의 탄화수
소 판매가격에 의해 결정된 지분은 어떠한 경
우에도 판매가격보다 낮을 수 없으며, 계약자
의 총소득을 결정한다. 계약자는 이러한 총 소
득으로부터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
제받고 소득세를 지불한다.
계약자의 지분은 탄화수소청의 승인 아래 현금
으로 받을 수 있다.
계약자에 의해 계약지역이 반환되거나 전체적
으로 유기될 경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관계는 소멸된다.

Artículo 13. Son contratos de asociación,
aquéllos en qu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contribuye con derechos sobre áreas,
yacimientos, hidrocarburos u otros derechos
de su patrimonio, y en que la empresa asociada
contrae el compromiso de efectuar las
inversiones que se acordaren por las partes
contratantes.
En el caso de abandono o devolución total
de áreas por improductividad, nada deberá

제13조
탄화수소청이 해당 지역과 광구, 탄화수소 자
원 및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합동기업
이 쌍방에 의해 동의된 투자활성화 협정에 계
약을 맺는 것이 합작개발 계약이다.
비생산성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유기나 총체적
반환이 이뤄질 경우 국가는 합동기업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합작개발 계약관계는 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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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a la empresa
asociada y quedará extinguida la relación
contractual de asociación.
Artículo 14. En los contratos de asociación
se acordará la escala de participación de
cada una de las partes en los resultados de
la producción.
Si la empresa asociada, realizare gastos o
inversiones superiores a los mínimos estipulados,
no se alterará la escala de participación en
los resultados de la producción que se
hubiese fijado en el contrato de asociación.
Artículo 15. En los contratos de asociación
se estipulará, cuando menos, sobre lo
siguiente:
a) Los órganos directivos y de administración;
b) El plazo de duración del contrato;
c) Las obligaciones mínimas de inversión y
de trabajo;
d) Las regalías, primas, derechos superficiarios,
obras decompensación y otras obligaciones
similares;
e) Las garantías que debe rendir la empresa
asociada paracaucionar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f) La extensión y la forma de selección de
las áreas deexplotación;
g) Los derechos, deberes y responsabilidades
del operador;
h) Las relaciones de los asociados en la
etapa de producción; e,
i) Las formas, plazos y otras condiciones
de las amortizaciones.
En todo contrato de asociación se establecerá
el derech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 adquirir una participación efectiva en los
derechos y acciones conferidos en esos contratos
y en los activos adquiridos por los contratistas
para los propósitos de dichos convenios. El
pago del valor de los derechos adquiridos y
obligaciones correspondientes se realizará de
acuerdo con los términos y condiciones a

제14조
합작개발 계약의 경우 생산 결과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각각의 지분규모에 동의한다.
합동기업이 최소규정 이상의 비용과 투자를 행
사할 경우 합작개발 계약에 설정되어 있는 생
산 수익 가치의 수준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15조
합작개발 계약은 최소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규
정한다.
a) 규제 및 관리 기관
b) 계약기간
c) 투자 및 작업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d) 로열티, 보험료, 피상적 의무, 보상 및 기타
유사의무
e) 의무이행을 위해 합동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개런티
f) 탐사지역의 선택의 범위와 방법
g) 운영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h) 생산 단계에서 합동기업의 관계
I) 상환의 양식, 기간 및 다른 조건

탄화수소청은 모든 합작개발 계약에서 설정 된
권리, 주식과 이 계약에 의해 취득된 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지분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인
수 권리와 의무의 가치 지불은 계약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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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determinados por las partes.
Artículo 16. Son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la exploración y/o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aquéllos en que personas
jurídicas, previa y debidamente calific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se obligan a realizar
para co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con
sus propios recursos económicos, servicios
de exploración y/o explotación hidrocarburífera,
en las áreas señaladas para el efecto,
invirtiendo los capitales y utilizando los
equipos, la maquinaria y la tecnología necesarios
para el cumplimiento de los servicios contratados.
Cuando existieren o cuando el prestador de
servicios hubiere encontrado en el área
objeto del contrato hidrocarburos comercialmente
explotables, tendrá derecho al pago de una
tarifa por barril de petróleo neto producido
y entregado al Estado en un punto de
fiscalización. Esta tarifa, que constituye el
ingreso bruto de la contratista, se fijará
contractualmente tomando en cuenta un
estimado de la amortización de las inversiones,
los costos y gastos, y una utilidad razonable
que tome en consideración el riesgo incurrido.
De los ingresos provenientes de la producción
correspondiente al área objeto del contrato,
el Estado ecuatoriano se reserva el 25% de
los ingresos brutos como margen de
soberanía. Del valor remanente, se cubrirán
los costos de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en que incurra el Estado. Una vez realizadas
estas deducciones, se cubrirá la tarifa por
los servicios prestados.
La contratista tendrá opción preferente de
compra de la producción del área del contrato,
a un precio que en ningún caso será inferior
al precio de referencia definido en el
artículo 71, no obstante se adjudicará a la
empresa que ofertare a un precio en mejores
condiciones.
El pago de la tarifa indicada será realizado
en dinero, en especie o en forma mixta si

제16조
탄화수소의 탐사 및/또는 개발을 위해 정식 자
격을 갖춘 국내외 법률체가 탄화수소청과 서비
스 계약을 맺는다. 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
된 지역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자원 및 탐사
및/또는 개발서비스의 원조를 제공하며, 계약
된 서비스 원조 이행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장비, 기계 및 필요 기술을 이용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에 의해 상업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면, 정부에 보고된
생산관리지점(Punto de fiscalizacion)에서의
석유순생산에 대한 배럴당 관세를 지불할 의무
가 있다. 계약자의 매출수입을 구성하는 이 관
세는 계약 시 발생된 위험도를 고려하여 투자,
비용 및 합리적 운용비용의 상환추정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계약지역의 생산수익에서 국가는 주권의 한계
비용 값인 총소득의 25%를 소유한다. 나머지
수익은 국가에 의해 발생하는 탄화수소 수송
및 상업화 비용에 사용된다. 한번 공제가 이뤄
지면 차용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계약자는 계약지역의 생산에 대한 구입 우선권
을 가지며, 구입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71
조에서 명시된 가격보다 높아야 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이 광업권을 갖는다.
앞서 언급된 관세의 지불은 국가의 이익에 따
라 현금, 현물, 혹은 혼합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물 지급은 국내소비의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
시킨 후에 가능하다.
현물 지급의 경우 석유의 가격은 PETROECUADR
에 의해 해외로 매출된 동등한 품질의 최근 월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자에 의해 실시되는 추가활동에 따른 생산
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활동은 신규 매장량의 발견과 기존
에 보유한 매장량 복구를 위한 신기술의 실행
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는 개발계획 혹은 개발 5개년 계획에 입
각하여 투자의 실현을 보장한다.
광구 상업화의 정의는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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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niere a los intereses del Estado. El
pago en especie se podrá efectuar únicamente
después de cubrir las necesidades de
consumo interno del país.
El precio de hidrocarburos para el caso de
pago en especie se fijará de acuerdo con el
último precio promedio mensual de ventas
externas de hidrocarburos de calidad equivalente,
realizadas por PETROECUADOR.
Podrá haber una tarifa adicional para
privilegiar producciones provenientes de
actividades adicionales comprometidas por
la contratista, a fin de impulsar el descubrimiento
de nuevas reservas o la implementación de
nuevas técnicas para la recuperación mejorada
de las reservas existentes.
Las contratistas garantizarán la realización
de las inversiones comprometidas en el respectivo
plan de desarrollo o plan quinquenal.
La definición de la comercialidad de los
yacimientos constará en las bases de contratación.
Artículo 17. Los contratos de obras o
servicios específicos a que se refiere el
inciso segundo del Art. 2 son aquéllos en
que personas jurídicas se comprometen a
ejecutar para la Corporación Estatal Petrolera
Ecuatoriana CEPE, obras, trabajos o servicios
específicos, aportando la tecnología, los
capitales y los equipos o maquinarias
necesarias para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contraídas a cambio de un
precio o remuneración en dinero, cuya
cuantía y forma de pago será convenida
entre las partes conforme a la Ley.

제17조
제2조의 둘째 단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도급
혹은 서비스 계약을 통해 법인은 에콰도르 국
영석유공사 CEPE를 위해 특정한 업무나 서비
스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은 현금가격이나 보
수를 지불받는 대신, 계약이 명시한 의무를 완
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본, 기계나 설비를
제공한다. 보수의 지불액과 지불방식은 법령에
따라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Artículo 17-A. Además de las formas
contractual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3,
bajo la modalidad de contratos de
operación, si conviniere a los intereses del
Estado,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contratar con empresas nacionales o
extranjeras, de reconocida competencia en
la materia,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제17-A조
제3조에 규정된 계약형태뿐만 아니라, 국가에
이익이 될 경우 탄화수소청은 국내에 합법적으
로 설립되었고, 탄화수소 부분에 지명도가 높
으며 서로간에 합작개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국내외 기업과 송유관, 정유관, 주요 가스수송
관, 터미널, 탄화수소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대해 운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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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ís, las que podrán formar entre sí
asociaciones, la construcción y operación de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principales, terminales y plantas de
procesamiento
de
hidrocarburos.
Los
poliductos, gasoductos, terminales y plantas
de procesamiento podrán ser entregados para
que sean operados por los contratistas. Al
término del contrato para construcción y
operación de las obras indicadas, se aplicará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29, inciso segundo.
De ser necesario, PETROECUADOR, promoverá,
negociará, celebrará y administrará los
contratos para la construcción y operación
de la ampliación del actual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 (SOTE), incluyendo
los ramales que fueren necesarios para el
transporte del petróleo crudo de la región
amazónica hacia los terminales de exportación
y centros de industrialización del país.
La operación del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 (SOTE), caso de ser
ampliado, podrá también ser asumida a
través de un consorcio en el que participe
PETROECUADOR. La adjudicación la hará
el Comité de Licitaciones.
PETROECUADOR pagará a los operadores
de terminales y plantas de procesamiento de
acuerdo a lo convenido entre las partes en
el respectivo contrato.

유관, 정유관, 주요 가스수송관, 터미널, 탄화수
소 처리시설은 하청업자가 운영하기 위해 인계
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작업의 건설 및 운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제29조 둘째 단락의 내용
을 적용한다.
페트로에콰도르는 필요할 경우 현재 에콰도르
횡단송유관 시스템(SOTE)의 확장 건설 및 운
영에 대한 계약을 추진, 협상, 체결,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아마존 지역에서부터 국내의 수출
터미널과 산업화 센터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지점도 포함된다.
에콰도르 횡단송유관 시스템(SOTE) 운용을 확
장하는 경우는 페트로에콰도르가 참여하는 컨
소시엄을 통해 행해진다. 광업권의 양허는 입
찰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페트로에콰도르는 터미널과 탄화수소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금
액을 지불한다.

Artículo 18. Las compañías de economía
mixta que formare PETROECUADOR con
los objetos señalados en los artículos 2 y 3,
se sujetarán a las disposiciones de la Ley
de Compañías y demás leyes pertinentes, en
cuanto a su constitución y funcionamiento.
El contrato social contemplará las estipulaciones
sobre los puntos o materias enunciados en
el artículo 15.

제18조
페트로에콰도르가 제2조와 3조에 명시된 목적
으로 설립하는 혼합경제기업은 그들의 기업 구
조와 운영에 있어 기업법과 기타 관련법의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계약은 제15조에 언
급된 항목과 사항에 대한 규정을 고려한다.

Artículo 18-A. Cuando por sí mismo
Estado
ecuatoriano,
a
través
PETROECUADOR, realice actividades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yacimientos

제18-A조
에콰도르 정부 자체가 페트로에콰도르를 통해
탄화수소 광구의 탐사 및 개발을 수행할 경우
정부는 이 법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탄화수

el
de
d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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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rocarburos, podrá seleccionar, sujetándose a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sta Ley, a las
empresas individuales, uniones de empresas,
consorcios o asociaciones más idóneas de
entre las compañías de reconocida solvencia
económica y competencia técnica en la
industria hidrocarburífera, para incrementar y
optimizar la producción petrolera y maximizar
la recuperación de sus reservas, así como,
de ser el caso, para realizar actividades de
exploración en las áreas que le pertenezcan.
La empresa o consorcio seleccionado realizará
por su cuenta y riesgo las inversiones y
transferencias tecnológicas. Las operaciones
estarán a cargo de PETROECUADOR a
través de su filial PETROPRODUCCION
y/o la empresa o consorcio seleccionado.
En ningún caso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ecuatoriano en la producción incremental
será menor al cuarenta por ciento.
En cada concurso se podrá considerar
porcentajes de participación mayores que el
referido en el inciso precedente, en función
de las características del yacimiento y de
los factores de evaluación.
Se entenderá por producción incremental
aquella por encima de la curva base de
producción definida por PETROECUADOR
que deberá considerar la tasa promedio
anual histórica y la proyección futura que
las actuales reservas probadas permitan.
En caso que la operación corriere a cargo
de la empresa o consorcio seleccionado,
ésta se realizará con el aporte del personal
necesario de PETROPRODUCCION y de
las instalaciones del campo respectivo, para
tal efecto, entre las partes se celebrará el
correspondiente convenio de operación.
La empresa privada cubrirá de la parte que
le corresponda todos los costos, amortizaciones,
depreciaciones, obligaciones patronales y
participación laboral y otras que se determinen
en cada contrato, así como las obligaciones

소 산업에서 높은 상환능력과 전문지식을 보유
한 기업들 중 가장 적합하다 판단되는 개인기
업, 기업조합, 컨소시엄이나 협회를 선별한다.
이는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최적화하며 탄
화수소매장량 복구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가
능하다면 그 지역의 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다.
선별된 기업과 컨소시엄은 투자와 기술이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을 진
다. 모든 사업은 페트로에콰도르의 자회사인
페트로프로덕션(PEETROPRODUCCION) 또는
/그리고 선별된 기업과 컨소시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증분 산출량(producción incremental)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40% 미만이어야 한다.
각 입찰 단계에서 광구의 특성과 평가요소에
따라 앞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큰 지분율을 받
을 수 있다.
페트로에콰도르에 의해 정의된 생산기본곡선
위의 증분 산출량에 대해서는 지난 연평균 비
율과 현재 매장량에 의해 허용되는 추정액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이 선별된 기업이나 컨소시엄에 의해 행해
질 경우, 증분 산출량은 페트로프로덕션의 필
요인력과 해당 분야의 장비를 통해 이 사업계
약을 맺는 양자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간기업은 상환, 감가상각비, 경영의무, 노동
참여, 그리고 각 계약에 명시되었거나 법령에
따른 세금의무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
다.

453

부록 5 :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

tributarias de conformidad con la Ley.
Artículo 18-A. Son contratos de gestión
compartida aquellos que suscriba el Estado
ecuatoriano a través de Petroecuador, con
empresas públicas o priv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o consorcios de empresa, con el
propósito de incrementar y optimizar la
producción de hidrocarburos, maximizar la
recuperación de sus reservas y realizar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en
el área del contrato.

제18-A조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최적화하며 탄화수소
매장량 복구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가능하다
면 그 지역의 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콰
도르 정부는 페트로에콰도르를 통해 국내외 공
공, 민간기업 및 기업 컨소시엄과 공용관리 계
약(contratos de gestión compartida)을 맺는다.

Artículo 18-B. La participación financiera y
técnica de las empresas seleccionadas se
concretará en un contrato de operaciones
especial de gestión compartida o consorcio
previamente aprobado por el Comité de
Licitaciones.

제18-B조
선별된 기업의 재무 및 기술 지분율은 입찰위
원회를 통해 사전에 승인된 공용관리 혹은 컨
소시엄 형태의 특수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Artículo 18-B. El contrato será adjudicado
por el Comité de Licitaciones, previa
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 sobre la base
del Sistema Especial de Licitación al que
se refiere el artículo 19 de esta ley, a favor
de la empresa o consorcio de empresas que
ofreciere la mayor participación para el
Estado. El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del
Estado se incrementará en función del
aumento de la producción.
Las bases de licitación determinarán los
requisitos y condiciones mínimas para la
calificación de las empresas o consorcio de
empresas participantes, entre los cuales se
establecerá el pago de un bono al Estado.

제18-B조
계약은 입찰위원회를 통해 법제 제19조에 명시
된 입찰특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 공개입
찰에서 정부에 더 높은 지분율을 제시하는 기
업이나 컨소시엄에 낙찰된다. 국가의 지분율은
생산율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입찰은 참여 기업 혹은 기업 컨소시엄의 등급
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이 기
업들은 정부와 채권 지불관계를 맺게 된다.

Artículo 18-C. El Comité de Licitaciones,
convocará a concurso público, mediante tres
publicaciones de prensa dentro y fuera del
país, a las empresas públicas o privadas de
reconocida solvencia técnica y económica,
con probada experiencia en las actividades
materia de este contrato.

제18-C조
입찰위원회는 세 번의 국내외 언론발표를 통해
탄화수소 산업에서 높은 상환능력과 전문지식
을 보유한 공공 또는 민간기업에 공개입찰을
소집한다.

Artículo 18-C. La empresa o consorcio 제18-C조
seleccionado deberá realizar, por su cuenta y 선별된 기업은 생산지점까지 계약의 이행을 위
riesgo, todas las inversiones, costos y gastos 해 발생하는 모든 투자, 비용, 경비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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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ridos para el cumplimiento del objeto
del contrato, hasta el punto de fiscalización.
A partir de este punto se dividirán, entre
las partes, la producción y todos los costos
relacionados con su participación en la
producción.
De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se pagarán
las regalías correspondientes a la producción
total fiscalizada, así como el impuesto
aplicable a la producción para el Fondo
para el Ecodesarrollo Regional Amazónico.
La empresa seleccionada o cada empresa
que forme el consorcio seleccionado, deberá
pagar el impuesto a la renta que le corresponda
de conformidad con la ley.
La devolución o abandono del área del
contrato dará lugar a su terminación, sin
que el Estado deba indemnizar suma alguna
a la empresa o consorcio seleccionado.
Artículo 18-D. Para la adjudicación de cada
contrato y con el Informe Técnico de
PETROECUADOR, el Comité de Licitaciones
preseleccionará las firmas que reúnan los
requisitos de capacidad técnica, solvencia,
financiera, económica y operativa: y, el
cumplimiento cabal de sus obligaciones en
el país.
Una vez preseleccionadas las empresas o
consorcios el Comité de Licitaciones, les
solicitará las propuestas técnico - económicas
y en su evaluación considerará los siguientes
factores:
1.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en la producción
incremental;
2. Los programas de trabajo y montos de
inversiones mínimos comprometidos;
3. El monto del bono no reembolsable para
el Estado ecuatoriano a la firma del contrato;
4. La meta de producción y transferencia
tecnológica; y,
5. Las correspondientes garantías y seguros.

임과 위험부담을 진다. 생산지점 이후 생산과
생산지분율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 사이에 분
할된다.
정부 지분율은 총생산에 따른 로열티와 아마존
지역 환경⋅경제 조화기금을 위한 생산세금으
로 지급된다. 선별된 기업이나 혹은 선별된 컨
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은 법에 따라 적
용되는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계약지역의 반환이나 유기는 계약의 종료를 의
미하며, 정부는 선별된 기업이나 컨소시엄에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18-D조
각 계약의 입찰과 페트로에콰도르의 기술보고
서 작성에 있어 입찰위원회는 기술, 상환지불,
재정, 경제, 기업운영적 능력과 국내법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 기업을 선별한다.
심사 대상자인 기업과 컨소시엄이 결정되면,
입찰위원회는 각 기업에 기술-재정 제안서를
요청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통
해 이루어진다.
1. 증분 산출량에 대한 국가지분율
2. 작업 프로그램과 협의된 최소 투자 금액
3. 에콰도르 정부가 계약기업에 환불하지 않는
채권의 금액
4. 생산목표량과 기술이전
5. 관련 보장보험

Artículo 18-E. Estos contratos incluirán en 제18-E조
sus cláusulas principales: las partes 이러한 계약들은 계약의 주요 조항들에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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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tantes, la duración de los contratos,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los programas de
trabajo e inversiones mínimos a ser
ejecutados, el monto de las inversiones a
ejecutarse, el pago de las obligaciones
tributarias de conformidad con la Ley, las
garantías de la empresa seleccionada para con
PETROECUADOR, los órganos directivos de
administración y fiscalización del contrato,
la capacitación, la facultad de inspección y
control y las demás que consten en los
documentos precontractuales de la licitación
aprobada para el efecto.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정부
지분율, 작업 프로그램과 집행될 최소 투자금
액, 법에 명시된 세금납부, 페트로에콰도르에
선별된 기업의 보증서, 계약의 실행과 연구 지
시기관, 훈련, 점검 및 조정부서 및 입찰 사전
계약 문서에 기재된 나머지 사항

Artículo
18-F.
Los
documentos
precontractuales del concurso público a
ofertar en los que constará el procedimiento
para la selección de la empresa y el
contrato tipo que incluye la participación de
cada socio en la producción incremental y
sus costos serán aprobados por el Comité
de Licitaciones, en el plazo máximo de 45
días, a partir de la fecha de publicación de
esta Ley en el Registro Oficial.

제18-F조
공개입찰 사전문서에는 기업 선별 절차와 증분
산출량에 대해 각 협력회사가 받는 지분율을
포함하는 계약형태 등이 기록되며, 이는 법제
의 공식 발표일로부터 최대 45일 내로 입찰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ículo 18-G. En caso de que el
Consorcio o Asociación descubriere nuevas
reservas en yacimientos adyacentes al
campo motivo del contrato, estas reservas
no sumarán a la producción incremental,
sino que será objeto de un nuevo contrato
ya sea de participación o asociación.

제18-G조
컨소시엄이나 합작개발 계약기업이 계약지역
인근의 광구에서 새로운 매장량을 발견한 경우
이 매장량은 증분 산출량에 합산되지 않으며,
지분 혹은 합작개발 계약형태의 새로운 계약지
역이 된다.

Artículo 19. La adjudicación de los
contratos a los que se refieren los artículos
1, 2 y 3 de esta Ley la efectuará e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licitación, con
excepción de los que se realicen con
empresas estatales o subsidiarias de estas,
con países que integran la comunidad
internacional, con empresas mixtas en las
cuales el Estado tenga mayoría accionaria y
los de obras o servicios específicos. Para las
adjudicaciones, el Ministerio Sectorial conformará
un Comité de Licitaciones que se integrará

제19조
이 법제의 제1, 2, 3조에 명시된 계약의 양허
는 탄화수소부의 입찰에 의해 이뤄진다. 공기
업 혹은 그 자회사, 국제사회에 통합된 국가,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기업
과 맺는 계약이나 특정 작업과 서비스에 대해
맺는 작업은 입찰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계약
의 양허를 위해 탄화수소부는 규정을 따라 통
합되고 역할을 수행할 입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입찰의 기본사항, 요구사항 및 절차는 헌법과
이 법제의 규정에 따라 입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찰위원회는 검증된 경험과 높은 경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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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funcionará de conformidad con el
Reglamento.
Las bases, requisitos y procedimientos para
las licitaciones serán determinados por el
Comité de Licitaciones de conformidad con
술적 능력을 가진 기업의 입찰 참여를 최대한
la Constitución y la Ley. Para las licitaciones
장려한다.
el Ministerio Sectorial promoverá la concurrencia
입찰위원회의 결정은 최종판결이다.
del mayor número de ofertas de compañías
de probada experiencia y capacidad técnica
y económica.
Las resoluciones del Comité de Licitaciones
causan ejecutoria.
Artículo 20. Cada contrato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yacimientos
de
hidrocarburos comprenderá un bloque con
una superficie terrestre no mayor de
doscientas mil hectáreas, dividido en lotes de
superficie igual o menor a veinte mil
hectáreas cada uno, de acuerdo con el
trazado del 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o un
bloque con una superficie marina no mayor
de cuatrocientas mil hectáreas dividido en
lotes de superficie igual o menor a cuarenta
mil hectáreas, de acuerdo con el trazado
del Instituto Oceanográfico de la Armada.
Los lotes deberán ser de forma rectangular,
con dos de sus lados orientados en dirección
norte sur, salvo cuando los límites naturales
o de otras áreas reservadas o contratadas lo
impidan.
Al término del período de exploración la
contratista podrá retener solamente las áreas
en donde se hubieren descubierto hidrocarburos
comerciales, en lotes completos, seleccionados
en la forma que se establezca en el plan de
desarrollo, a menos que la contratista
convenga co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realizar nuevas actividades exploratorias en
los tres primeros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Si la contratista no realiza las
actividades exploratorias comprometidas o
no descubre yacimientos comerciales, deberá
entregar al Estado las áreas retenidas.

제20조
탄화수소 광구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계약은
군사지리연구소의 배치에 따라 각 20만 헥타르
미만의 소구역으로 나눠진 총 200만 헥타르
미만의 지상면적을 가진 토지나, 해군 해양 연
구소의 배치에 의해 각 40만 헥타르 미만의 소
구역으로 나눠진 총 400만 헥타르 미만의 해
양면적의 토지에 대해 체결된다.
각 소구역은 자연적 제한이나 다른 지역의 소
유권 혹은 계약이 저해하지 않는 한 정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두 측면은 남쪽과 북쪽으로 향
해야 한다.
계약자가 개발기간의 초기 3년간 탄화수소 사
무국과 새로운 탐사활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탐사기간의 종료 시 계약자는 상업적 탄화
수소가 발견된 지역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전체 지역은 개발계약에 명시된 형식에 의
해 선택된다. 계약자가 이 지역에 대해 약속된
탐사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광구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지역을 정
부에 반환한다. 또한 탐사기간에 발견되어 탄
화수소 생산성이 입증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승
인된 5년 안에 개발 및 생산화되지 못한 지역
도 정부에 반환한다.
탐사와 개발에 있어 청부작업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계약의 성격에 입각하여 앞선 단락
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57

부록 5 :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

También revertirán al Estado los campos
descubiertos en el período de explotación
cuya productividad de hidrocarburos este
comprobada y que no hayan sido desarrollados
y puestos en producción dentro de los (5)
años siguientes a la aprobación del plan de
desarrollo del área.
Los contratista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dada la naturaleza de su relación contractual,
no están sujetos a los establecidos en el
inciso precedente.
Artículo 21. Si conviniere a los intereses
del Estado, el Comité de Licitaciones,
podrá adjudicar más de un contrato a un
mismo contratista.
En caso de que un mismo contratista suscriba
más de un contrato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para efectos
del pago del impuesto a la renta, no podrá
consolidar las pérdidas ocasionadas en un
contrato con las ganancias originadas en
otro.

제21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입찰위원회는 동일 계약자
에게 한 개 이상의 계약을 양허할 수 있다.
탄화수소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 한 계약자가
한 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세 지
불의 목적을 위해 다른 계약들의 이익과 손실
을 통합할 수 없다.

Artículo 22. Todo contratista o asociado
que devolviere áreas al Estado, estará
obligado a entreg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todos los antecedentes,
registros y estudios de carácter geológico,
geofísico, de perforación o de cualquier
naturaleza, relativos a las áreas devueltas.

제22조
모든 계약자나 합작개발 계약기업이 계약지역
을 반환할 경우, 반환지역에 관련한 모든 배경
지식, 기록,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연구 및
모든 종류의 선행연구를 탄화수소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tículo 23. Para todo tipo de contrato
relativo 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l
petróleo crudo, el período de exploración
durará hasta cuatro (4) años, prorrogable
hasta dos (2) años más, previa justificación
de la contratista y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a operación
deberá comenzar y continuar en el terreno
dentro de los seis (6) primeros meses a
partir de la inscripción del contrato en el
Registro de Hidrocarburos, inscripción que
tendrá que realizarse dentro de los treinta

제23조
원유탐사와 개발에 관한 모든 계약의 경우 탐
사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이며, 계약자의 정당성
과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에 의해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작업은 탄화수소 등록부에 계약이
등재된 후 초기 6개월 안에 시작되어야 하며,
계약의 등록은 서명 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종류의 원유 개발계약의 기간은 최대 20
년까지이며, 해당 지역 개발계획과 국가의 이
익에 따라 탄화수소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에 관한 모든 계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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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ías de suscrito el contrato.
El período de explotación del petróleo crudo,
en todo tipo de contrato, podrá durar hasta
veinte (20) años prorrogable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 acuerdo a lo que se
establezca en el plan de desarrollo del área
y siempre que convenga a los intereses del
Estado.
Para todo tipo de contrato relativo 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gas natural, se
establecerán los términos y las condiciones
técnicas y económicas de acuerdo a lo
previsto en esta Ley en lo que fuere
aplicabl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podrá
durar hasta cuatro (4) años, prorrogable hasta
por dos (2) años más previa justificación
de la contratista y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sterior al período de
exploración y antes de iniciar el período de
explotación, la contratista tendrá derecho a
un período de desarrollo del mercado y de
construcción de la infraestructura necesarios
para el efecto, cuya duración será de cinco
(5) años prorrogables de acuerdo a los
intereses del Estado, a fin de que la contratista,
por sí sola o mediante asociación con
terceros, comercialice el gas natural descubierto.
El período de explotación de estos contratos
podrá durar hasta veinte y cinco (25) años,
prorrogable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 acuerdo a los intereses del Estado.
La contratista iniciará el período de explotación
previa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Artículo 24. En caso de no haberse
descubierto,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reservas de hidrocarburos
comercialmente explotables, el contratista
deberá obtener la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ara dar por
terminado el contrato.

우, 현 법제에서 적용하는 한 규정에 따라 기
술적⋅경제적 용어와 조건을 확립한다. 탐사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이며, 계약자의 정당성과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에 의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탐사기간 후 개발기간에 앞서 계약자
는 시장개발과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5년
간의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이익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자는 단독으로 혹은 제3자와의 조합을 통해 발
견 된 천연가스를 상품화한다. 개발계약의 기
간은 최대 25년까지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탄화수소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계약자는 탄화수소 사무국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개발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제24조
탐사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탄화수
소 매장량이 발견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탄
화수소청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허가받아야 한
다.

Artículo 25. En todos los contratos se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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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girá un programa exploratorio, el mismo
que se ejecutará en la forma que acuerden
las partes.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llevarán a cabo
las actividades relativas a la exploración del
área contratada por medio de investigaciones
geológicas, geofísicos, perforación de pozos
y cualesquiera otras operaciones aceptadas
por la industria petrolera para la exploración,
con el fin de investigar totalmente el área
y evaluar las trampas estructurales o estratigráficas
descubiertas.
De haberse detectado trampas estratigráficas
o estructurales, el contratista o asociado,
deberá perforar por lo menos un pozo
exploratorio por cada cien mil hectáreas o
fracción superior a cincuenta mil, perforación
que deberá alcanzar profundidades que
penetren las formaciones geológicas potencialmente
hidrocarburíferas. Igualmente, para áreas
contratadas de cincuenta mil hectáreas o
menores, el contratista o asociado tendrá la
obligación de perforar por lo menos un
pozo exploratorio.
Se exigirá así mismo una inversión promedio
en sucres no inferior al valor equivalente a
ciento veinte y ciento ochenta dólares USA
al cambio oficial vigente anuales por hectárea,
en superficie terrestre y en superficie marina
respectivamente, durante los tres primeros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para cuyo
efecto se tomará en cuenta solo el área reservada
para la explotación. Las inversiones en los
años sucesivos deberán ser acordadas entre
las partes.

모든 계약에는 쌍방이 동의한 방식으로 실행되
는 탐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계약된 지역의 탐사를
위해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연구나 유정의
보링 구멍, 혹은 석유산업의 탐사를 위해 승인
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계약지역을 총
체적으로 조사하고, 발견된 구조적⋅층위학적
트랩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다.
구조적⋅층위학적 트랩을 평가한 후에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적어도 10만 헥타르당 하나의
탐사유정이나 5만 헥타르 이상의 구역에 대해
보링 구멍을 내야 하며, 이러한 보링 구멍은
탄화수소의 잠재적인 지질구조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깊이여야 한다. 또한 5만 헥타르 미만
의 지역에 대해 계약하는 계약자의 경우 적어
도 하나의 탐사유정을 뚫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개발을 위한 토지지면
혹은 해양지면에 대해 탐사 초기 3년간 헥타르
당 120달러와 180달러에 상응하는 평균투자가
필요하다.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Artículo 26. Las empresas extranjeras que
deseen celebrar contratos contemplados en
esta Ley deberán domiciliarse en el País y
cumplir con todos los requisitos previstos
en las leyes.
Estas empresas extranjeras se sujetarán a
los tribunales del País y renunciarán expresamente
a toda reclamación por vía diplomática.

제26조
이 법제에 규정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외
국기업은 국내에 정주해야 하며, 국가법의 모
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외국기업은 국내법을 따르며, 외교적 수
단을 통해 가능한 모든 명시적 권리를 포기하
며, 이는 정부와 탄화수소청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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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élla sujeción y esta renuncia se
considerarán implícitas en todo contrato
celebrado con el Estado o co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Artículo 27. Antes de inscribirse el
contrato, el contratista o asociado rendirá
una garantía en dinero efectivo, en bonos
del Estado o en otra forma satisfactoria,
equivalente al veinte por ciento de las
inversiones que se comprometa a realizar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La garantía será devuelta al contratista o
asociado al pasar al período de explotación
y una vez que hubiere demostrado que ha
cumplido con todas las obligaciones del
período de exploración o cuando se diere
por terminado el contrato, previa justificación
de no haber tenido resultados favorables en
la exploración. Esta garantía se hará efectiva
en caso de incumplimiento de cualesquiera
de las obligaciones estipuladas para este
período.

제27조
계약 서명에 앞서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탐사
기간 동안 이뤄질 투자의 20%에 상응하는 금
액을 현금, 정부채권, 혹은 다른 형태로 담보지
불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담보는 탐사기간이 종료된 후와 탐사기
간 동안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또는
탐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정
당화되어 계약을 만료할 경우에 계약자나 협력
자에게 반환된다. 담보는 탐사기간 동안 일어
난 의무 불이행 시 사용된다.

Artículo 28. Dentro de los treinta días
siguientes a la iniciación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el contratista o asociado
rendirá, en una de las formas señaladas en
el artículo anterior, una garantía equivalente
al veinte por ciento de las inversiones que
se comprometa a realizar en los tres
primeros años de este período, la cual se
reducirá
en
proporción
directa
al
cumplimiento total del programa anual
comprometido o se devolverá a la
terminación del contrato por falta de producción
comercial, debidamente justificada por el
contratista y aceptada por .
El contratista o asociado perderá la garantía
si no cumpliere las obligaciones contractuales
en los tres primeros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sin perjuicio del derech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 cobrar por
la vía coactiva los valores que estuviere

제28조
계약자나 협력자는 탐사 시작 30일 이내 앞 조
항에 언급된 형태로 탐사기간의 첫 3년간 투자
금액의 20%의 담보를 지불한다. 이 담보는 약
속된 연간 프로그램의 총 성과에 직접 비례로
감소되거나, 계약자에 의해 정당화된 상업 생
산의 부족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 반환된다.
계약자나 협력자는 탄화수소 사무국이 계약자
에 차변하는 금액에 대한 강제적 청구권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탐사기간의 초기 3년간
의 의무사항 불이행 시 담보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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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udando el contratista.
Artículo 29. Al término de un contrato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por vencimiento
del plazo o por cualquier otra causa ocurrida
durante el período de explotación, el contratista
o asociado deberá entreg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in costo y en buen
estado de producción, los pozos que en tal
momento estuvieren en actividad; y, en buenas
condiciones, todos los equipos, herramientas,
maquinarias, instalaciones y demás muebles
e inmuebles que hubieren sido adquiridos
para los fines del contrato, así como trasladar
aquéllos qu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eñale, a los sitios que ella determine. Si la
terminación del contrato se produjere en el
período de exploración, el contratista o asociado
entregará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in costo y en buenas condiciones, los pozos,
campamentos y obras de infraestructura.
Asimismo, al término de un contrato, para
fines de refinación, transporte por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almacenamiento y
comercialización, por vencimiento del plazo
o por cualquier otra causa, el contratista o
asociado deberá entreg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in costo y en buen estado
de conservación, las propiedades, maquinarias,
instalaciones, equipos y demás bienes
adquiridos para los fines del contrato.
Sinembargo, durante los diez últimos años
del plazo de un contrato,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convenir con el contratista
o asociado, inversiones con formas especiales
de amortización y con pago de la parte no
amortizada, al término del plazo del contrato.
Los contratistas de obras o servicios específicos,
los transportistas y los distribuidores de
derivados de hidrocarburos, al por mayor y
al por menor, no están sujetos a las disposiciones
constantes en este artículo.

제29조
계약기간의 종료나 혹은 탐사기간에 발생하는
다른 원인에 의해 탐사와 개발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자나 협력자는 비용과 대가 없이 그
시점에서 활성화된 유정과 이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취득된 모든 장비, 도구, 기계 및 기
타 이동식 혹은 부동의 도구들을 탄화수소 사
무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탄화수소
사무국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탄화수소의 정제, 송유관, 정유관, 가스수
송관을 통한 수송, 저장 및 상업화를 위해 체
결된 계약이 계약기간의 종료나 다른 이유로
인해 만료될 경우, 계약자와 협력자는 탄화수
소 사무국에 이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취득
한 모든 소유물, 기계, 시설, 장비 및 기타 상
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의 최종 10년간 탄화수소청은
계약자 혹은 협력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상각형
태나 혹은 부분 미상각형태의 투자합의를 할
수 있다.
도급 계약자나 특수서비스 계약자, 운송업자
및 탄화수소 유동체의 도매 및 소매 유통자의
경우 이 조항에서 명시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
는다.

Artículo 30.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no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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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rán enajenar, gravar o retirar, en el
curso del contrato, parte alguna de los
biene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sin
autorización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La negligencia, el descuido o el dolo en la
conservación de los bienes referidos en
aquél artículo, que son propiedad virtual del
Estado, acarrearán responsabilidad civil y
penal de acuerdo con las leyes.
Artículo 31. PETROECUADOR y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en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en refinación,
en transporte y en comercialización, están
obligados, en cuanto les corresponda, a lo
siguiente:
a) Emplear en el plazo de seis meses de
iniciadas las operaciones, sea que las
realicen directamente o a través de contratos,
un mínimo de ecuatorianos de: noventa y
cinco por ciento en el personal de obreros,
noventa por ciento en el personal de
empleados administrativos y setenta y cinco
por ciento en el personal técnico, a menos
que no hubiere técnicos nacionales disponibles.
En el plazo de dos años el noventa y cinco
por ciento del personal administrativo deberá
ser ecuatoriano;
Adicionalmente el contratista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realizará un programa de
capacitación técnica y administrativa, en
todos los niveles, de acuerdo al Reglamento
de esta Ley, a fin de que en el lapso de
los primeros cinco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la ejecución de las operaciones
sea realizada íntegramente por trabajadores
y empleados administrativos ecuatorianos y
por mínimo de noventa por ciento de
personal técnico nacional. El diez por ciento
de personal técnico extranjero fomentará la
transferencia de tecnología al personal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계약 과정에서 탄화수소
감독실의 승인 없이 앞 조항에서 언급한 소유
물을 양도, 인출 및 저당잡힐 수 없다.
앞선 조항에 언급된 국가 소유물 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과실, 태만, 고의적 위법행위는 법률
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한다.

제31조
페트로에콰도르와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탄사
수소의 탐사와 개발, 정제, 수송, 상업화에 있
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영업개시 6개월 내에 최소한 노무직 95%,
사무직 90%, 기술직 75%까지 에콰도르 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영업개시 2년 내에
사무직는 95%까지 에콰도르 인으로 충당해야
한다.) 작업 시작 6개월 안에 직접 혹은 계약
자를 통해 직원 노동자의 95%, 행정직원의
90%, 이용할 국내 기술자가 없지 않는 한 기
술자의 75%를 에콰도르 인으로 채용한다. 작
업 시작 2년 후에는 95%의 행정직원이 에콰도
르 인이어야 한다. 또한 탄화수소 탐사와 개발
을 위한 서비스 계약의 탐사기간 초기 5년 안
에 모든 작업의 실행이 에콰도르 행정인에 의
해 수행될 수 있으며, 최소 90%의 기술자가
내국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제의 규정에 입각
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기술 및 경영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10%의 외국 기술자들은 내
국 기술자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b) (탐사개시 5년 동안 에콰도르 기술직 90%
와 외국인 기술직 10%와 함께 탐사작업을 수
행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탄화수소 사무
국 승인을 위해 탐사계획과 광구 및 기타 산업
활동 개발계획을 제출한다.
c)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는 광구
개발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탄
화수소 사무국에 분기별로 혹은 요청에 의해
상응하는 도면 및 문서와 함께 모든 지형, 지
질학, 지구물리학, 시추공, 생산성, 평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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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ional.
b) Someter a la aprob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os planes de exploración
y desarrollo de yacimientos o de otras
actividades industriales, antes de iniciar su
ejecución;
c) Suministr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trimestralmente o cuando lo solicite, informes
sobre todos los trabajos topográficos,
geológicos, geofísicos, de perforación, de
producción, de evaluación y estimación de
reservas, y demás actividades acompañando
los planos y documentos correspondientes;
d) Suministr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cuando se lo requiera, datos económicos
relativos a cualquier aspecto de la exploración,
de la explotación y de otras actividades
industriales o comerciales, y sobre los costos
de tales operaciones;
e) Emplear maquinaria moderna y eficiente,
y aplicar los métodos más apropiados para
obtener la más alta productividad en las
actividades industriales y en la explotación
de los yacimientos observando en todo caso
la política de
conservación de reservas fijada por el
Estado;
f) Sujetarse a las normas de calidad y a las
especificaciones de los productos, señalada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g) Franquear al uso público según lo
requier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as
vías de comunicación, aeropuertos, puertos
marítimos y fluviales, que construyeren.
h) Presentar dentro de los tres primeros
años del período de exploración, el mosaico
aerofotogramétrico de la zona terrestre
contratada, utilizando la escala y las
especificaciones que determinare el 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El levantamiento aerofotogramétrico,
si no estuviere hecho, se realizará por intermedio
o bajo el

고 매장량 추정 및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작
업보고서를 제출한다.
d) (탐사 관련 자료(지형, 지질, 지구물리, 천공,
생산, 가채매장량, 시장출하활동, 영업비용)를
분기별 혹은 요청 시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에 제출한다.) 요청 시 탄화수소 사
무국에 탐사, 개발 및 기타 산업 또는 상업 활
동과 관련된 운영비용의 모든 측면에 관한 경
제 자료를 제공한다.
e)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 현대적이고 효
율성이 높은 기계를 사용하고, 산업활동과 광
구 탐사에 있어 가장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모든 경우에
정부에 의해 설정된 보존정책을 관찰한다.
f)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의 탄화
수소 생산물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한다.) 탄화수
소 관리⋅규제부에 의해 제정된 제품의 품질
기준과 규격을 따른다;
g) (계약자가 건설할 도로, 공항, 항구, 선착장
는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가 요청
할 경우 일반에게 개방된다.) 탄화수소 사무국
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연결도로, 공항, 해양과
하천항만을 공공 사용화한다.
h) (탐사개시 후 3년 내에 군사지리연구소의
등급과 사양에 맞춰 탐사지역의 항공사진을 제
출한다.) 탐사시간 초기 3년 이내에 군사지역
연구소가 지정한 등급과 사양을 사용하여 계약
지역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아직 실행되지 않
는 항공조사는 연구소의 통제하에 진행되며,
사진 원판은 국가의 자산이다.
i) (탐사 계약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채굴개시
5년 내에 해당구역의 지도를 제출한다.) 계약지
역의 정확한 윤곽을 그리고, 개발기간 초기 5
년 이내 해당 지도를 제출하며, 이는 탄화수소
관리⋅규제부의 측정방법 혹은 과학적 방법을
따른다. 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군사지리연구소나 해군 해양연구소는 국가를
대표해 참여한다. 이러한 지도가 요구되면 기
업은 문서의 최신 버전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j) (탐사기간 동안, 에콰도르 기술발전 교육과
탄화수소 연구비를 제공한다.) 탐사기간 동안
국내 기술교육의 발전과 국내외 보조금 지급을
위해 탄화수소 산업의 전문연구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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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el Instituto y los negativos serán
de propiedad del Estado;
i) Delimitar definitivamente el área contratada
y entregar el documento cartográfico correspondiente,
dentro de los cinco primeros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siguiendo métodos
geodésicos u otros métodos científicos,
según el Reglament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este trabajo intervendrá,
por parte del Estado, el 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o el Instituto Oceanográfico de la
Armada, según sea el caso. De existir dicho
documento cartográfico, la compañía tiene la
obligación de actualizarlo.
j) Contribuir,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para el desarrollo de la educación técnica
nacional y para el otorgamiento de becas,
en el País o en el
extranjero, de estudios especializados en la
industria de hidrocarburos. Este aporte
será administrado por el Instituto de Crédito
Educativo;
k) Presentar para la aprob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hasta el primero de
diciembre de cada año, un detallado programa
de las actividades a realizarse en el año
calendario siguiente, incluyendo el presupuesto
de inversiones.
Además, en el período de explotación, el
contratista deberá, presentar anualmente para
la aprob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l programa quinquenal actualizado de las
actividades a desarrollar, incluyendo su
presupuesto, conjuntamente con el programa
operativo mencionado en el inciso anterior.
l) Presentar, asimismo, en el primer mes de
cada año, un informe detallado de las
operaciones realizadas en el año inmediato
anterior, incluyendo datos sobre exploración,
producción, reservas, transporte, refinación y
otras actividades industriales, ventas internas,
exportaciones, personal y demás pormenores
de los trabajos.

이는 교육신용연구소에 의해 실시된다.
k) (매년 12월 1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과 투
자예산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매년 12월 1일
까지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을 위해 내년에
시행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하며, 이에
내년 투자예산도 포함한다.
또한 개발기간 중 계약자는 앞에서 언급된 운
영 프로그램과 함께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을
위해 현재 수행하는 개발활동을 업데이트하고
예산계획을 포함하는 5년 프로그램을 매년 제
출해야 한다.
l) (매년 1월, 전년도 시행사업 보고서(탐사, 생
산, 가채매장량, 운송, 정제 및 기타 산업활동,
국내외 판매, 고용상황)를 제출한다.) 이와 마
찬가지로 매년 첫 달에 전년도에 수행한 작업
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
에는 탐사, 생산, 매장량, 수송, 정제 및 기타
산업활동, 국내 판매, 수출, 직원과 작업의 다
른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m)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가 정
한 규격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작성
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최신 재무회계를
스페인어로 작성하며, 비용에 관한 모든 기록
과 영수증을 보관한다. 이는 법률 규정, 일반적
회계원칙과 탄화수소 감독실이 정한 구체적인
규칙에 의해 모든 계약기간과 계약이 끝난 후
10년까지 보존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모국어로 표시된
회계장부 사본을 제출한다.
n) (직전연도 사업의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재
물조사표를 작성하여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에 제출한다.) 매년 첫 분기에 탄화
수소 사무국에 대차대조표와 전년도 경제활동
에 상응하는 수입과 재고를 제출한다.
o) (순이익의 10%를 동종업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든지, 기타 탄화수소의 유사업종에 투
자한다.) 재무제표의 결과에 따라 순수익의 최
소 10%를 동일한 혹은 다른 탄화수소 산업 개
발에 투자한다. 이 투자는 국가계획 및 경제조
정위원회에 의해 국가 경제발전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경우,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나 국내 기
업의 자본형성을 위해 정부채권의 구매나 주식
매입 형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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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levar en Idioma Castellano y en forma
actualizada la contabilidad financiera y de
costos, con los respectivos registros y comprobantes,
y conservarlos durante el período del
contrato, y diez años después, de acuerdo
con las normas legales, los principios de
contabilidad generalmente aceptados y las
normas específicas que impart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Adicionalmente se presentará una copia de
la contabilidad que utilice la contratista en
el idioma de su país de origen, si fuere del
caso.
n) Presentar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ntro del primer trimestre de cada año, el
balance general, la cuenta de resultados y
los inventarios, correspondientes al ejercicio
económico del año calendario inmediato
anterior;
o) Invertir un mínimo del diez por ciento
de sus utilidades netas, según los resultados
de los estados financieros, en el desenvolvimiento
de la misma o de otras industrias de
hidrocarburos en el País. Esta inversión
podrá también efectuarse en la forma de
adquisición de bonos del Estado o de
suscripción de acciones para la formación
de nuevas empresas o de aumentos de
capital en empresas nacionales que, a juicio
de la Junt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Coordinación Económica, sean de interés
para el desarrollo económico del País.
p) Construir viviendas higiénicas y cómodas
para los empleados y obreros en los
campamentos estables de trabajo, según
planos y especificaciones aprobados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q) Proporcionar facilidades de alojamiento,
alimentación y transporte, en los campamentos
de trabajo, a los inspectores y demás
funcionarios del Estado;
r) Recibir estudiantes o egresados de
educación técnica superior relacionada con

p) (에콰도르 석유공사가 정한 규격에 맞춰 직
원 기숙사를 제공한다.) 탄화수소 사무국에 의
해 승인된 계획 및 사양에 의해 직원과 근로자
를 위해 작업장에 위생적이고 편안한 주택을
건설한다.
q) (직원과 감독관 및 기타 공무원에게 숙식과
교통을 제공한다.) 사찰단과 정부관료에게 작업
장에서의 숙식과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r) (탄화수소 산업 관련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식 및 의료를 제공한
다.) 탄화수소 사무국과 동의한 인원과 기간에
대해 탄화수소 산업에 관련한 고등기술교육의
학생과 기술자를 받는다. 이는 작업과 산업분
야에 인턴십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며, 이
들의 교통, 숙식, 의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기업이 진다.
s) (탄화수소법과 시행령에 따라 석유사업을 운
영한다.) 탐사와 개발활동이 작업 인근지역 주
민의 경제⋅사회 조직과 비재생 혹은 재생 천
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탄
화수소 사무국에 관련 계획서, 프로그램, 프로
젝트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새로운 거주지를 계
획해야 한다. 탄화수소 사무국은 앞서 언급된
작업의 승인에 대해 관련 지역개발단체와 사회
복지부와 상의해야 한다.
t) (환경영향평가 연구와 환경보전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다.) 환경보호 국가안보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농수산업 보존에 관한 국제관습
에 따라 석유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는 계약기업 보장의무을 명기한다.
u) 석유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
향을 방지, 완화, 제어, 복원, 보상하기 위해 환
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환경관리 계획을 준
비한다. 이 연구는 환경관리 단체와 함께 에너
지 및 광산기술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직접적으로 혹은 자격을 갖춘 감사 기업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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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ndustria de hidrocarburos, en el número
y por el tiempo que se acuerde co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ara que
realicen prácticas y estudios en los campos
de trabajo e industrias, corriendo por cuenta
de las empresas los gastos de transporte,
alojamiento, alimentación y atención médica;
s) Presentar para la aprob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os planes, programas y
proyectos y el financiamiento respectivo
para que las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no afecten negativamente
a la organización económica y social de la
población asentada en las áreas donde se
realicen las mencionadas actividades y a
todos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no
renovables locales. Igualmente, deberá planificarse
los nuevos asentamientos poblacionales que
fueren necesarios. Para la antedicha
aprobación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contará con los informes de los organismos
de desarrollo regional respectivos y del
Ministerio de Bienestar Social.
t) Conducir las operaciones petroleras de
acuerdo a las Leyes y Reglamentos de
protección del medio ambiente y de la
seguridad del país y con relación a la
práctica internacional en materia de preservación
de la riqueza ictiológica y de la industria
agropecuaria. Para el efecto, en los contratos,
constarán las garantías respectivas de las
empresas contratistas.
u) Elaborar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y
planes de manejo Ambiental para prevenir,
mitigar, controlar, rehabilitar y compensar
los impactos ambientales y
sociales derivados de sus actividades. Estos
estudios deberán ser evaluados y aprobados
por el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en
coordinación con los organismos de control
ambiental y se encargará de su seguimiento
ambiental, directamente o por delegación a
firmas auditoras calificadas para el efe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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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31-A. Si conviniere a los intereses
del Estado, los contratos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podrán ser modificados por acuerdo de las
partes contratantes y previa aprobación del
Ministerio Sectorial.

제31-A조
국가에 이득이 될 경우, 탄화수소의 탐사와 개
발에 대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와 탄
화수소부의 승인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CAPITULO IV

제4 장

PETRÓLEO CRUDO Y GAS NATURAL

원유와 천연가스

Artículo 32. El Estado autoriza, de acuerdo
con las formas contractuales previstas en
esta Ley, la explotación de petróleo crudo
y/o gas natural, CO2 o sustancias asociadas;
por lo tanto,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tienen derecho solamente sobre el petróleo
crudo y/o gas natural, CO2 o sustancias
asociadas que les corresponda según dichos
contratos.
Los contratistas que celebraren contratos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podrán suscribir contratos adicionales para
la explotación de gas natural libre si
encontraren en el área del contrato, yacimientos
comercialmente explotables.
A su vez, los contratistas que celebraren
contratos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gas natural libre, podrán suscribir
contratos adicionales para la explotación de
petróleo crudo si encontraren, en el área del
contrato, yacimientos petrolíferos comercialmente
explotables.
La explotación de yacimientos de petróleos
pesados menores de quince grados API,
debido a las técnicas especiales que se
requieren para su exploración, extracción y
transformación en el sitio, a los subproductos
minerales que originan y a las industrias
conexas a que da lugar, será objeto de una
planificación económica integral a cargo del
Ministerio del Ramo. Esta clase de explotación
estará exenta del pago del valor equivalente
a las regalías.

제32조
정부는 법제의 규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원유
및/또는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관련 물질 탐사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계약자와
협력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하는 원유 및/또는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관련물질에 대해서만 탐
사권한을 갖는다.
탄화수소의 탐사와 개발계약을 맺은 계약자는
계약지역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천연가스 매장
층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 탐사계약
을 맺을 수 있다.
반대로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계약을 맺은 계
약자가 계약지역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원유 매
장층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 탐사계
약을 맺을 수 있다.
15도 API 미만 중유의 광구 탐사는 중유의 탐
사, 축출 및 처리에 필요한 특수기술, 관련 부
산물과 산업으로 인해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종
합경제계획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탐사유형은
로열티 지불에서 면제된다.

Artículo 33. Para el abastecimiento de las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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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s refinadoras, petroquímicas e industrias
establecidas en el País,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exigir a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cuando lo juzgue necesario, el
suministro de un porcentaje uniforme del
petróleo que les pertenece y efectuar entre
ellos las compensaciones económicas que
estime convenientes, para que esas plantas
se abastezcan con el petróleo crudo que sea
el más adecuado, en razón de su calidad y
ubicación.

국내에 설립된 정제, 석유화학, 산업공장들의
공급에 있어 이들이 품질과 위치상 적절한 원
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탄화수소 사무국은 필
요 시 계약자 혹은 협력자에게 석유 균일 비율
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경제적
보상지급을 실시한다.

Artículo 34. El gas natural que se obtenga
en
la
explotación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pertenece al Estado, y solo
podrá ser utilizado por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en las cantidades que sean
necesarias para operaciones de explotación
y transporte, o para reinyección a
yacimientos, previa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yacimientos de condensado o de elevada
relación gas - petróleo,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exigir la recirculación
del gas.

제34조
탄화수소 매장층 탐사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는
국가의 소유이며,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 후
에만 계약자 혹은 협력자는 탐사와 수송 작업
혹은 광구에 재주입에 필요한 일정량을 사용
할 수 있다.
응축광구나 가스-석유 비율이 높은 광구에서
탄화수소 사무국은 가스의 재순환을 요청할 수
있다.

Artículo 35. El Estado, a través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cualesquiera
de las forma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2
de esta Ley, podrá celebrar contratos
adicionales con sus respectivos contratistas
o asociados o nuevos contratos con otros
de reconocida capacidad técnica y
financiera para utilizar gas proveniente de
yacimientos
petrolíferos,
con
fines
industriales o de comercialización, y las
Empresas Públicas de Hidrocarburos podrán
extraer los hidrocarburos licuables del gas
que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utilizaren en los
casos indicados en el artículo anterior.

제35조
탄화수소청 혹은 탄화수소법 제2조에 정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국가는 각각의 계약자 혹은
협력자, 또는 기술 및 재정능력을 인정받은 새
로운 계약자와 유전가스의 산업화 혹은 상업화
를 목적으로 추가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공
공기업은 이전 조항에 따라 계약자 혹은 협력
자에 의해 사용된 탄화수소 액체가스를 추출할
수 있다.

Artículo 36.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entregarán a PETROECUADOR, sin costo,
el gas proveniente de yacimientos de condensado,
no utilizado para los casos previstos en el

제36조
계약자나 협력자는 제34조의 경우처럼 사용되
지 않을 경우 응축광구로부터 축출된 가스를
페트로에콰도르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페트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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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34, que PETROECUADOR requiera
para fines industriales, de generación de
energía eléctrica, comercialización o de
cualquier otra índole. PETROECUADOR
pagará solamente los gastos de adecuación
que, para dicha entrega, realizaren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콰도르는 이를 산업적 용도나 일반전력 생성,
상업화 또는 다른 이유로 필요로 한다. 페트로
에콰도르는 계약자나 파트너에 의해 이뤄지는
이 인계에 대해 적응비용만을 지불한다.

Artículo 37. Los yacimientos de condensado
o de elevada relación gas - petróleo se
considerarán yacimientos de gas libre,
siempre que, a juici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resulte antieconómica la sola
producción de sus hidrocarburos líquidos.

제37조
응축광구나 가스-석유 비율이 높은 광구는 액
체 탄화수소의 비경제성 생산을 할 경우 외측
가스 광구로 판단된다.

Artículo 38.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38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de Noviembre de 1993.
법률 제44에 명시)
Artículo 39. Los excedentes de gas que no
utilizaren PETROECUADOR ni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o que no pudieren ser reinyectados
en los respectivos yacimientos, serán motivo
de acuerdos especiales o se estará a lo que
dispongan los reglamentos.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no podrán
desperdiciar el gas natural, arrojándolo a la
atmósfera o quemándolo, sin autoriza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제39조
페트로에콰도르, 계약자, 혹은 파트너에 의해
사용되지 않거나 해당 광구에 재주입될 수 없
는 잉여가스에 대해 특별조치가 취해지거나 규
정이 제정된다.
계약자나 파트너는 탄화수소 사무국의 승인 없
이 가스를 폐기하거나 인화하여 낭비할 수 없
다.

Artículo 40. Los depósitos superficiales de
asfalto y de tierras impregnadas de
hidrocarburos son de propiedad del Estado, y
su explotación esta sujeta a la Ley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Asfaltos.

제40조
탄화수소가 스며든 토지나 아스팔트 표면 매장
량은 국가의 자산이며, 이에 대한 축출작업은
아스팔트 탐사 및 개발 법률을 적용한다.

Artículo 41. Las sustancias que se
encuentren asociadas a los hidrocarburos y
que sean comercialmente aprovechables,
podrán ser recuperadas y explotadas solo por
PETROECUADOR, en cualesquiera de las
formas contempladas en esta Ley.

제41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탄화수소 관련물질은
페트로에콰도르에 의해서만 이 법제가 명시하
는 형태로 복구, 탐사될 수 있다.

Artículo 42.-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42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법률 제44에 명시)
de Noviembre de 1993.
Artículo 43.-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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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법률 제44에 명시)
de Noviembre de 1993.

CAPITULO V

제5 장

INGRESOS ESTATALES

국가수입

Artículo 44. El Estado percibirá, por
concepto de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yacimientos hidrocarburíferos, por lo menos
los siguientes ingresos: primas de entrada,
derechos superficiarios, regalías, pagos de
compensación, aportes en obras de
compensación,
participación
en
los
excedentes de los precios de venta del
petróleo y por concepto de transporte,
participación en las tarifas.

제44조
국가는 탄화수소 광구의 탐사개발에 있어 최소
다음과 같은 수입을 받는다: 착수상여금, 지상
권, 로열티, 보상지불, 보상기여금, 석유판매가
격 잉여지분, 수송, 요금지분.

Artículo 45. Como prima de entrada para la
exploración de hidrocarburos, el Estado
percibirá, dentro de los treinta días siguientes
a la fecha de inscripción del contrato
respectivo en el Registro de Hidrocarburos,
una cantidad mínima de cincuenta sucres
por hectárea.

제45조
탄화수소 탐사를 위한 착수상여금으로, 해당
계약이 탄화수소 등록부에 등록된 후 30일 이
내 국가는 헥타르당 최소 50수크레(Sucres)를
받아야 한다.

Artículo 46.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el Estado recibirá un derecho
superficiario no menor de diez sucres por
hectárea y por año. El pago se hará por
todo el año dentro del mes de Enero. En el
caso de que el primer pago no corresponda
a un año completo, se lo hará en
proporción a los meses respectivos.

제46조
탐사기간 동안 국가는 연간 헥타르당 최소 10
수크레의 지상권을 지급받는다. 연간 지불액은
1월 안에 이루어진다. 첫 달에 연간 지불액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몇 개월에 나눠 지불한다.

Artículo 47. Dentro de los treinta días
siguientes a la iniciación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el Estado recibirá, por concepto
de prima de entrada, no menos de ciento
cincuenta sucres por hectárea de superficie
que se retenga para tal período.

제47조
개발기간이 시작 한 후 30일 이내에 정부는 착
수상여금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되는 표면의
헥타르당 최소 150수크레를 받는다.

Artículo 48. Durante el período de
explotación, el Estado percibirá, por
hectárea y por año, un derecho superficiario
no menor de cincuenta sucres en los
primeros cinco años y de cien sucres a
partir del sexto año.

제48조
개발기간 중에 초기 5년간 정부는 헥타르당 연
간 50수크레를 받으며, 6년차부터 100수크레를
받는다.
이 지불은 제46조에 규정된 동일한 방식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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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 pago se hará en la misma forma
establecida en el artículo 46.
Artículo 49. El Estado recibirá mensualmente
una regalía no inferior al doce y medio por
ciento sobre la producción bruta de petróleo
crudo medida en los tanques de almacenamiento
de los centros de recolección, después de
separar el agua y materias extrañas, cuando
la producción promedial del mes respectivo
no llegue a treinta mil barriles diarios. La
regalía se elevará a un mínimo de catorce
por ciento cuando la producción promedial
en el mes, sea de treinta mil o más y no
llegue a sesenta mil barriles diarios; y
subirá a un mínimo de dieciocho y medio
por ciento, cuando la producción promedial
en el mes sea de sesenta mil o más
barriles por día.
Los porcentajes de regalías antes mencionados
se aplicarán a la producción conjunta de
cada empresa y de sus filiales, subsidiarias
y asociadas, así como a consorcios de
empresas y sociedades de hecho.
Por el gas de los yacimientos de gas libre
y por los productos que de él se obtengan,
se pagará mensualmente una regalía mínima
de dieciséis por ciento.
Las formas de medición y las tolerancias
de impurezas serán determinadas en el
reglamento.

제49조
국가는 월별 평균 생산량이 하루 3만 배럴을
도달할 수 없을 경우 매달 원유 총생산량의 최
소 1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며, 이 생산
량은 물과 이물질을 분리한 후 수집센터의 저
장탱크로 측정된다. 매월 평균 생산이 하루 3
만 배럴 이상이며 6만 배럴 이하일 때, 로열티
는 14%로 증가한다. 매월 평균 생산이 하루 7
만 배럴 이상인 경우 18.5%의 로열티를 받는
다.
위의 로열티 요금은 각 회사와 계열사, 자회사,
파트너 및 기업의 컨소시엄과 협회의 공동생산
에 적용된다.
외측가스 광구에서 축출한 가스나 그로부터 얻
은 제품에 대해 최소 16%의 월별 로열티를 적
용한다.
측정양식과 불순물 및 허용오차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탄화수소 탐사개발 서비스 계약의 경우 계약자
와 연산자는 로열티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지역 생산총액은 국가의 자산이다.
En los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탄화수소 탐사개발 지분참여 계약의 경우 계약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지역 생산에 대한 국가지분에서 참가자에 상응
los contratistas como Operadores, no están
하는 로열티 비율을 적용한다.
sujetos al pago de regalías. La totalidad de
la producción del área del contrato es de
propiedad del Estado.
En los contratos de participación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de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en la producción
del área del contrato, se destinará el
porcentaje equivalente a las regalías que
corresponda a los partíc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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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50. Las regalías podrán ser
cobradas, a elección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especie o en dinero, o
parte en especie y parte en dinero.

제50조
로열티는 탄화수소 사무국의 재량에 따라 현물,
현금, 혹은 현물과 현물을 혼합한 형태로 지불
할 수 있다.

Artículo 51. En caso de qu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decidiere percibir la
regalía en dinero, los precios para calcularla
serán fijados conforme con lo dispuesto en
el Capítulo VIII de esta Ley.
Del valor de la regalía así calculado se
descontarán los gastos de transporte, los
gravámenes y las tasas que afecten directamente
a la exportación de los hidrocarburos.

제51조
탄화수소청이 현금으로 로열티를 받게 결정하
는 경우 가격의 설정은 탄화수소법 제8장의 규
정에 따른다.
이렇게 설정된 로열티 가치에서 수송비용, 세
금과 탄화수소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은 공제한다.

Artículo 52. Para los fines del contrato, por
concepto de utilización de las aguas y de
los materiales naturales de construcción que
se encuentren en el área del contrato y que
pertenezcan al Estado,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pagarán anticipadamente, dentro
de los primeros treinta días de cada año, a
partir de la inscripción del contrato, las
cantidades mínimas de veinte y cuatro mil
dólares,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y se sesenta mil dólares durante el período
de explotación, al cambio oficial vigente.
Ambos valores tendrán el carácter de no
reembolsables en los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En el caso de que el primer pago no
corresponda a un año completo, se lo hará
en proporción a los meses respectivos. En
las operaciones costa afuera no habrá lugar
a este pago.

제52조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지역에서 사용
되는 국가소유의 수자원, 건축 천연자재의 사
용에 대해 계약자나 파트너는 계약등록 시점부
터 탐사기간 동안 매년 첫 30일 이내에 최소
24만 달러를 지불하며, 개발기간 동안 이 자원
의 공식 교류에 대해 6만 달러를 지불한다. 탄
화수소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서비스 계약 위의
두 가치는 환불되지 않는다.
첫 달에 연간 지불액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몇 개월에 나눠 지불한다. 해외작업에 대한 비
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Artículo 53. Todo contrato deberá establecer
la obligación de efectuar, al entrar al
período de explotación, como compensación,
obras según los planes del gobierno, por un
determinado valor, de acuerdo con el tamaño
del área contratada y de su proximidad a
yacimientos descubiertos. En ningún caso,
esta aportación será inferior a doscientos

제53조
개발기간에 착수하기 위해 모든 계약은 정부계
획에 따라 계약지역의 크기와 발견된 광구로의
접근성에 입각하여 정해진 특정 값만큼의 보상
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상금은 계약지역 헥타르
당 200수크레 이하가 되면 안 되고, 5년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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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res por hectárea del área reservada, y se
la invertirá en un plazo no mayor de cinco
años.
Artículo 54. Los contratista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están exentos del pago de
primas de entrada, derechos superficiarios,
regalías y aportes en obras de compensación;
debiendo pagar anualmente al Estado, desde
el inicio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una
contribución no reembolsable equivalente al
uno por ciento del monto del pago por los
servicios previa deducción de la participación
laboral y del impuesto a la renta, destinada
a promover la investigación, el desarrollo y
los servicios científicos y tecnológicos en el
campo de los hidrocarburos y, en general
de la Minería, por parte del Ministerio del
Ramo.
Las contratistas que tuvieren contratos de
servicios específicos, de explotación y
exploración adicional de campos marginales
o de participación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están exentos
del pago de regalías, primas de entrada,
derechos superficiarios, aportes en obras de
compensación y la contribución prevista en
el inciso anterior.

제54조
탄화수소 탐사개발 서비스 계약자는 착수상여
금, 지상권, 로열티 및 보상금을 면제받는 대신,
개발기간 착수일로부터 매년 서비스 지불금액
의 1%에 상응하는 불환급 기부금을 지불한다.
이 지불 금액에서 노동지분과 소득세는 공제되
는데, 이는 탄화수소나 광업분야의 연구, 개발
및 과학기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특정 서비스 계약, 한계 필드에 대한 탐사 및
개발계약, 그리고 탄화수소 탐사와 개발에 대
한 지분참여 계약을 맺는 계약자의 경우 로열
티, 착수상여금, 지상권, 보상금 및 앞에 명시
된 불환급 기부금을 면제받는다.

Artículo 55. El Estado percibirá una
participación, conforme con lo dispuesto en
el Capítulo VI de esta Ley, en las tarifas
de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oleoductos
o gasoductos.

제55조
국가는 이 법제의 제6조에 따라 송유관과 정유
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요금에 대한 지분을
받는다.

Artículo 56.-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deberán dar las facilidades necesarias para los
controles y fiscalizaciones por part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el que podrá proceder a la
revisión retroactiva de los datos y registros,
según los requerimientos del caso.
Las auditorías realizada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 Hidrocarburos, ya

제56조
계약자와 파트너는 탄화수소 감독실을 대신하
여 규제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
며, 이는 사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및
기록의 소급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탄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직접적으로 실시되거
나 이들에게 사전 자격을 부여받은 유능한 독
립 감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실시된 감사는
구속력이 있는 행정 행위이며, 이 법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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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directamente o mediante la contratación
de auditores independientes de probada
competencia, previamente calificado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 Hidrocarburos, 교전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최종으로 간주된
serán actos administrativos vinculantes y se 다.
considerarán firmes, a menos que se ejerza
el derecho de impugnación de conformidad
con la Ley.

CAPITULO VI
TRANSPORTE

제6 장
수송

Artículo 57.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제57조
por oleoductos o gasoductos tiene el 송유관을 통한 탄화수소의 수송은 공공서비스
carácter de servicio público.
의 성격을 지닌다.
Artículo 58.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58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법률 제44에 명시)
de Noviembre de 1993.
Artículo 59. La construcción de oleoductos
y gasoductos será supervisada y fiscalizada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con el fin de verificar el
cumplimiento de los programas, proyectos y
presupuestos.

제59조
송유관과 가스관의 건설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예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탄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감독, 운영된다.

Artículo 60.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autorizará que contratistas de explotación
construyan oleoductos secundarios para el
transporte de petróleo hasta los centros de
recolección, o para conectarse con oleoductos
principales.
En los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par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los contratistas construirán los ductos secundarios
que fueren necesarios para transportar los
hidrocarburos hasta un ducto principal,
debiendo ser reembolsados los correspondientes
valores legalmente justificados junto con las
demás inversiones del contratista.
En las operaciones costa afuera todos los
ductos que fueren necesarios para evacuar
los hidrocarburos hasta los centros de
comercialización y de industrialización,
serán construidos por el mismo contratista y
reembolsados junto con las demás inversiones

제60조
탄화수소청은 개발 계약자들이 수집센터로 탄
화수소를 수송하거나 주요 송유관에 연결하기
위해 보조 송유관을 설치할 경우 이를 허가한
다.
탄화수소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서비스 계약에
서 계약자는 주요 송유관에 탄화수소를 수송하
기 위해 필요한 보조 송유관을 구축하며, 계약
자의 다른 투자와 함께 법적으로 정당화된 해
당 값은 변상되야 한다.
해외작업 시 탄화수소를 상품화 혹은 산업화
센터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송유관은 동일
한 계약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며, 다른 투자
와 함께 변상된다.
하나 이상의 계약자에 의한 보조 송유관의 구
축과 사용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경우 그 비
용은 각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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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contrato.
En caso de que se justifique económicamente
la construcción o utilización, por más de un
contratista, de ductos secundarios, su costo
será compartido entre los respectivos contratistas.
Artículo 61. El funcionamiento inicial de
un oleoducto o de un gasoducto requerirá
un permiso de operación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el que
será otorgado previo informe técnico de
eficiencia y seguridad.

제61조
송유관과 가스관의 초기운영은 탄화수소 감독
실의 운영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는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전 기술보고를 통해 이뤄진다.

Artículo 62.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fijará las tarifas
que se cobrarán a las empresas usuarias de
los sistemas de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tomando en consideración los
costos y gastos y una rentabilidad razonable
sobre las inversiones conforme a la práctica
petrolera internacional.
En los ductos principales privados, las
tarifas serán acordadas entre el usuario,
entre los que se podrá incluir a las Empresas
Públicas, y la operadora del sistema de
transporte.
Las tarifas que pagarán las Empresas
Públicas a los operadores de los oleoductos,
poliductos y gasoductos serán establecidas
en los respectivos contratos que celebren
con el operador del sistema correspondiente.
Las tarifas que cobrará PETROECUADOR
a las empresas usuarias del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 (SOTE) ampliado
las fijará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tomando en consideración los
costos y gastos y una rentabilidad razonable
sobre las inversiones incluyendo las del
Sistema de Oleoducto Transecuatoriano (SOTE)
existente, conforme la práctica petrolera
internacional.

제62조
탄화수소 감독실은 국제 석유관행에 따른 투자
의 합리적인 비용, 지출, 수익을 고려하여 송유
관, 정유관, 가스관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
는 수수료를 결정한다.
주요 민간송유관의 경우 수수료는 공공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와 수송시스템 운영자
사이의 협의하에 결정된다.
공공기업이 송유관, 정유관, 가스관의 운영자에
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관련 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페트로에콰도르가 에콰도르 횡단송유관 시스템
의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국제
석유관행에 따른 투자(현재 횡단송유관 시스템
의 투자도 포함)의 합리적인 비용, 지출, 수익
을 고려하여 탄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결정된다.

Artículo 63.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63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de Noviembre de 1993.
법률 제44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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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64. El Estado y PETROECUADOR
tendrán preferencia para el transporte de
sus hidrocarburos por los oleoductos y
gasoductos de su propiedad pagando las
tarifas establecidas y armonizando sus
requerimientos con los de las empresas
productoras.
Los términos y condiciones para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por ductos principales
privados se establecerán, exclusivamente,
mediante convenios celebrados entre operadoras
y usuarios, los que tendrán derecho prioritario
de acceso para el transporte por dichos
ductos, de los volúmenes de hidrocarburos
contratados por cada uno de ellos, incluyendo
la participación del Estado en los respectivos
contrat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en
iguales términos y condiciones. De haber
capacidad excedente a la comprometida en
dichos convenios, la operadora deberá
ofrecerla al mercado, en términos y condiciones,
similares para todos los posibles interesados,
teniendo el Estado, derecho preferente para
contratar esta capacidad excedente en los
términos y condiciones ofertados.

제64조
국가와 페트로에콰도르는 명시된 수수료를 지
급하고, 생산기업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며, 본
인 소유의 송유관을 통한 탄화수소의 수송을
선호한다.
주요 민간 송유관을 통한 탄화수소의 수송을
위한 이용약관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에 독점적
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계약을
통해 사용자는 각 개별 계약에 의해 체결된 탄
화수소의 수송량에 있어 해당 송유관에 우선
접근 권한을 가지며, 동일한 조건에서 국가가
각 탐사 및 개발계약에 갖는 지분율을 명시한
다. 해당 계약보다 과잉설비가 있다면, 운영자
는 정부를 포함한 시장에 모든 이해관계를 포
함하는 이용약관을 제공하여 초과설비에 대한
계약의 선취득권을 갖도록 한다.

Artículo 65.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establecerá las
tarifas para el transporte terrestre de
hidrocarburos y derivados y coordinará, con
la Dirección de la Marina Mercante y del
Litoral, la fijación de tarifas para el
transporte marítimo.

제65조
탄화수소 감독실는 탄화수소 및 파생물의 내륙
수송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며, 해운⋅연안관
리부와 해양수송에 대한 수수료를 상의하여 결
정한다.

Artículo 66. El transporte marítimo de
hidrocarburos y derivados deberá efectuarse
preferentemente en naves de bandera
nacional, de acuerdo con lo dispuesto en la
Ley de Reserva de Carga y en la Ley
General de Tráfico Marítimo, y considerando
la competencia internacional.

제66조
탄화수소 및 파생물의 해양수송은 적재 예비법,
해양수송 일반법 및 국제경쟁을 고려하여 가능
한 한 국내선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Artículo 67. En el transporte de hidrocarburos 제67조
no podrán otorgarse privilegios ni tarifas 탄화수소 수송에 있어 특권과 우대수수료가 부
preferenciales.
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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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ULO VII

제7 장

COMERCIALIZACIÓN

상업화

Artículo 68. El almacenamiento, distribución
y venta al público en el país, o una de
estas actividades, de los derivados de los
hidrocarburos
será
realizada
por
PETROECUADOR o por personas naturales
o por empresas nacionales o extranjeras, de
reconocida competencia en esta materia y
legalmente establecidas en el país, para lo
cual podrán adquirir tales derivados ya sea
en plantas refinadoras establecidas en el
país o importarlos.
En todo caso, tales personas y empresas
deberán sujetarse a los requisitos técnicos,
normas de calidad, protección ambiental y
control que fij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con el fin de
garantizar un óptimo y permanente servicio
al consumidor.
El almacenamiento, la distribución y la
venta de los derivados en el país, constituyen
un servicio público que por su naturaleza
no podrá ser suspendido por las personas
naturales o por las empresas nacionales o
extranjeras que lo realicen.

제68조
탄화수소 파생물의 저장, 국내유통 및 판매, 또
는 이러한 활동 중 어떤 것이라도 페트로에콰
도르 혹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유능한
국내외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은
국내의 정제 플랜트나 수입을 통해 이러한 탄
화수소 파생물을 획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개인 및 기업은 소비
자에 영구적이며 최적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
해 탄화수소 감독실이 규정한 기술적 요구사항,
품질기준, 환경보호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파생물의 저장, 국내유통 및 판매는 공공서비
스로 구성되며,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특성상
서비스를 수행하는 국내외 개인과 기업에 의해
유예될 수 없다.

Artículo 69. La distribución de los
productos será realizada exclusivamente por
PETROECUADOR, quien actuará por sí
misma o mediante las formas contractuales
establecidas en esta Ley.
La venta al público podrá ser ejercida po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a nombre de
PETROECUADOR, las cuales suscribirán
los correspondientes contratos de distribución
con la empresa filial respectiva, que
garanticen un óptimo y permanente servicio al
consumidor, de acuerdo con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las regulaciones que impartier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제69조
제품의 유통은 자체적으로 혹은 이 법제가 명
시하는 계약양식을 통해 전적으로 페트로에콰
도르에 의해 이뤄진다.
국내판매의 경우 페트로에콰도르를 대신하여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나, 이
법제와 탄화수소 감독실의 규정에 의해 이들은
관련 자회사와 해당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비자에 영구적이며 최적의 서비스를 보장해
야 한다.

Artículo 70. Además de PETROECUADOR, 제70조
cualquier persona natural o jurídica domiciliada 페트로에콰도르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혹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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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stablecida en el país podrá importar o
exportar hidrocarburos sujetándose a los
requisitos técnicos, normas de calidad y
control que fij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Las normas de
protección ambiental serán las establecidas
en las leyes así como las establecidas en
conjunto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y las respectivas
municipalidades. Las contratistas bajo las
modalidades de asociación y participación
podrán exportar la parte de crudo que les
corresponde, sujetándose a los requisitos
que sobre los aspectos señalados en la Ley
determin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para la exportación.
Si por causas imputables a la empresa
contratista, no se exportaren los hidrocarburos
que le corresponden, dentro del plazo convenido
con el Estado ecuatoriano, el Estado podrá
asumir la exportación acreditando los valores
correspondientes a la contratista.
Si por fuerza mayor o situación de emergencia,
se produjere desabastecimiento de hidrocarburos
para el mercado interno, se aplicará lo
previsto en la Ley de Seguridad Nacional.

법적으로 국내에 설립된 모든 개인 및 기업은
탄화수소를 수입⋅수출할 수 있으며, 탄화수소
감독실이 규정한 기술적 요구사항, 품질기준,
환경보호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
보호기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거나 탄화수소
감독실과 각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휴와 지분참여 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은 원유
의 일부를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에 있어 탄
화수소 감독실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기업이 그들 책임으로 정부와 동의한 기간
동안 탄화수소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수출의 책임을 맡으며, 계약자에 상응하는 값
을 지불한다.
불가항력이나 비상상태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
한 탄화수소 공급이 부족할 경우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CAPITULO VIII

제8 장

FIJACIÓN DE PRECIOS

가격 결정

Artículo 71. Las regalías, el impuesto a la
renta, las participaciones del Estado y, en
general, los gravámenes dependientes de los
precios de venta de los hidrocarburos en el
mercado externo, se regularán por los
precios efectivos de venta o de referencia,
según las circunstancias imperantes.
El valor equivalente a la regalía, que
corresponda pagar a PETROECUADOR, y
las participaciones de las entidades estatales
dependientes de los precios de venta de los
hidrocarburos en el mercado externo, se
regularán por los precios efectivos de venta
FOB de dichos hidrocarburos. Los que

제71조
로열티, 소득세, 정부지분과 국제시장의 원유가
격에 따른 세금은 상황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
또는 기준가격에 의해 조율된다.
페트로에콰도르에 지불하는 로열티에 상응하는
가격과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에 따른 정부기관
의 지분의 경우 해당 원유의 FOB 실제 판매
가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적용되는 가격의
경우 앞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탄화수소의 기준가격은 페트로에콰도르에 의해
판매된 같은 품질의 탄화수소 수출의 전월 가
중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대
체에너지의 기준가격으로 책정된다.
기준가격은 이에 대한 분석과 수정을 위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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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an a las compañías, se regularán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inciso anterior.
El precio de referencia de los hidrocarburos
será el precio promedio ponderado del
último mes de ventas externas de hidrocarburos
realizadas por PETROECUADOR, de calidad
equivalente. En el caso del gas natural se
considerará el precio de referencia de los
energéticos sustituibles.
Los precios de referencia podrán ser
discutidos con las empresas productoras,
con el fin de analizarlos y revisarlos, cada
vez que nuevas condiciones, que afecten a
los factores mencionados, lo hagan
necesario o lo justifiquen.
Las regalías y el equivalente a las regalías
que deban pagar las compañías y
PETROECUADOR, respectivamente, por los
consumos propios y las pérdidas de
hidrocarburos en sus operaciones normales,
se regularán por los precios de venta en el
mercado interno del País.

급된 요인들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 필요하거나 정당화될 경우 생산자와 논의
될 수 있다.
일반작업 도중 발생된 탄화수소의 사용과 손실
에 대해 기업과 페트로에콰도르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와 이에 상응하는 세금은 국내시장 실제
판매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Artículo 72. Los precios de venta al
consumidor de los derivados de los 제72조
hidrocarburos serán regulados de acuerdo al 탄화수소 파생물의 소비자 소매가격은 공화국
Reglamento que para el efecto dictará el 대통령의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Presidente de la República.
Artículo 73.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73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de Noviembre de 1993.
법률 제44에 명시)

CAPITULO IX

제9 장

CADUCIDAD DE LOS CONTRATOS DE
탐사개발 계약의 실효
EXPLORACIÓN Y EXPLOTACIÓN
Artículo 74. El Ministerio del Ramo podrá
declarar la caducidad de los contratos, si el
contratista:
1. Dejare de pagar las regalías, primas de
entrada, derechos superficiarios, participaciones
y otros compromisos establecidos en la Ley
o en el contrato; o dejare de cumplir
cualesquiera de las obligaciones determinadas

제74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계약자가 다음에 명시된
행동을 수행할 경우,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다.

1. 탄화수소법이 정한 각종 부담금(로열티, 착
수 보너스, 지상권, 참여금) 미납과 탄화수소법
제3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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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el artículo 31;
2. No depositare las cauciones o garantías a
que se hubiese obligado en la forma y en
los plazos estipulados en el contrato;
3. No iniciare las operaciones de exploración
según lo previsto en el contrato o si una
vez iniciadas las suspendiere por más de
sesenta días sin causa que lo justifique,
calificada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4. Suspendiere las operaciones de explotación
por más de treinta días, sin justa causa,
previamente calificada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alvo fuerza mayor o caso
fortuito que deberán avisarse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n un plazo máximo de
diez días;
5. No reiniciare, en un plazo máximo de
treinta días, las operaciones de explotación,
una vez desaparecidas las causas que
motivaron la suspensión;
6. No invirtiere las cantidades mínimas
anuales, no realizare las perforaciones o no
efectuare las tareas para los período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según lo establecido
en el contrato;
7. Obstare o dificultare la vigilancia y
fiscalización que deben realizar los funcionarios
autorizados del Estado, o no proporcionare
los datos y demás
informaciones sobre cualesquiera otros
asuntos de la actividad petrolera que le
compete;
8. Incurriere en falsedades de mala fe o
dolosas, en las declaraciones o informes sobre
datos técnicos de exploración, explotación,
actividades industriales, transporte o comercialización,
o sobre datos económicos relacionados con
las inversiones, costos o utilidades;
9. No efectuare las inversiones de utilidades
estipuladas en el contrato;
10. Hubiese empleado fraude o medios
ilegales, en la suscripción del contrato;
11. Traspasare derechos o celebrare contrato

2. 계약상의 보증금 미불입
3.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탐사작업 미개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탐사작업 중단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채굴작업 중단
5. 채굴 중단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채굴작
업 미개시
6. 계약상 규정된 탐사 채굴기간 동안 연간 최
소금 미투자, 천공 미작업
7. 해당 공무원의 감독 방해 혹은 탄화수소 관
련자료 미제공
8. 허위자료 보고(탐사채굴, 사업활동, 운송, 투
자, 비용, 이윤)
9. 계약상 규정된 이익 재투자 불이행
10. 계약 체결상 사기 혹은 불법행위
11.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 사전승
인 없이 계약자의 권리 일부 양도
12.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 사전승
인 없이 탐사채굴 컨소시엄 체결 및 탈퇴
13. 탄화수소법 및 시행령 반복적 위반
14. 비재생천연자원부(산하 탄화수소청)가 정한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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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cuerdo privado para la cesión de uno o
más de sus derechos, sin la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12. Integrare consorcios o asociaciones para
las operaciones de exploración o explotación,
o se retirare de ellos, sin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y,
13. Reincidiere en infracciones a la Ley y
sus reglamentos.
14. Provocare, por acción u omisión, daños
al medio ambiente, calificado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siempre que no los
remediare conforme a lo dispuesto por la
autoridad competente.
Artículo 75.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de un contrato implica la inmediata
devolución al Estado de las áreas
contratadas, y la entrega de todos los
equipos, maquinarias y otros elementos de
exploración o de producción, instalaciones
industriales o de transporte, sin costo
alguno par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y, además, la pérdida automática de las
cauciones y garantías rendidas según la Ley
y el contrato, las cuales quedarán en favor
del Estado.

제75조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지역과 탐사, 생산, 또는
수송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계 및 기타 요소
는 즉각적으로 탄화수소 사무국에 무비용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모든 채권과 보증은
자동 소멸된다.

Artículo 76. Previamente a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de un contrato, el Ministerio
del Ramo notificará al contratista fijándole
un plazo no menor de treinta ni mayor de
sesenta días, contado desde la fecha de la
notificación, para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no atendidas o para que
desvanezca los cargos.

제76조
계약의 취소에 앞서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계약
자에 통보일로부터 최소 30일로부터 최대 60
일 이전에 불충족된 의무사항과 요금납입을 이
행할 시간을 통보한다.

CAPITULO V

제 10 장

DE LAS INFRACCIONES Y SANCIONES
ADMINISTRATIVAS

행정위반과 행정징계

Artículo 77. El incumplimiento de los
contratos suscritos por el Estado ecuatoriano
para la exploración y/o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y/o la infracción de la Ley
y/o de los reglamentos, que no produzcan

제77조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
와 체결된 계약의 불이행이나 계약을 만료시키
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제와 규정의 위반은 첫
번째의 경우 50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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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ctos de caducidad, serán sancionados en
la primera ocasión con una multa de hasta
quinientas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segunda
ocasión con multa de quinientas a un mil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y, la tercera
ocasión con multa de un mil a dos mil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misma que será
impuesta por el Director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de
forma motivada, utilizando criterios de
valoración objetivos, como: gravedad de la
infracción, negligencia, daño producido,
alcance de la remediación, volumen de
ventas, perjuicio al Estado y al consumidor
y otros que se consideren pertinentes
guardando
proporcionalidad
con
la
infracción, de conformidad con lo que se
establezca en el Reglamento.

금만큼의 벌금을, 두 번째의 경우 500~1,000
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만큼의 벌금을,
세 번째의 경우 1,000~2,00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탄화수
소 관리⋅규제부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이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위
반의 심각성, 과실, 손상 정도, 구제범위, 매출
액, 국가와 소비자에 가한 손실 정도, 규정에
따라 범죄에 비례하여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

Artículo 78. La adulteración en la calidad,
precio o volumen de los derivados de
petróleo, incluido el gas licuado de petróleo
y los biocombustibles, será sancionado por
el Director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la primera ocasión,
con una multa de veinticinco a cincuenta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segunda ocasión,
con
multa
de
cincuenta
a
cien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y la suspensión de
quince
días
de
funcionamiento
del
establecimiento; y, la tercera ocasión con
multa de cien a doscientas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y la clausura definitiva del establecimiento.
Cuando los responsables de las irregularidades
descritas en el inciso anterior sean las
comercializadoras de combustibles, incluido
gas licuado de petróleo y biocombustibles,
las multas serán multiplicadas por diez.

제78조
액화 석유가스 및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탄화
수소 파생물의 품질, 가격, 산출량의 위조는 탄
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첫 번째
의 경우 25~5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
만큼의 벌금이, 두 번째의 경우 50~10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만큼 벌금이, 세 번
째의 경우 100~20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
임금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에서 언급된 위법행위가 액화 석유가스 및
바이오 연료를 포함하여 연료의 시장 경영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벌금은 10배가 된다.
액체 석유가스 및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탄화
수소에서 파생된 액체 연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공급자인 페트로코메르시알(Petrocomercial)
은 시장경영자에 공급되기 전에 에콰도르 품질
시스템법에 따라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다.
이러한 품질인증은 품질의 국제 및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비준에
의해 승인되며, 각 터미널에서 판매되는 연료
의 명백한 식별 추적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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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efecto de determinar la calidad del
combustible líquido derivado de hidrocarburos,
incluido gas licuado de petróleo o
biocombustible, PETROCOMERCIAL abastecedora,
o quien haga sus veces, dará las facilidades
necesarias para que el organismo calificado,
de acuerdo con la Ley del Sistema
Ecuatoriano de Calidad, certifique su calidad
previa al abastecimiento a la comercializadora.
El certificado de calidad incluido el uso de
trazadores de identificación inequívoca del
combustible vendido en cada terminal, será
otorgado por alguna de las verificadoras
autorizadas a operar en el país y aplicando
las norma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de
calidad. La muestra y el análisis deberán
someterse a las normas internacionales
vigentes para tales procesos.
El que deliberada y maliciosamente rompiere
el sello de seguridad fijado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en los surtidores de expendio de combustibles
al público o de cualquier forma alterare los
sistemas mecánicos, eléctricos o electrónicos,
con el objeto de disminuir las cantidades de
expendio, será sancionado con una multa de
hasta veinticinco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primera ocasión; de veinticinco hasta
cincuenta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segunda
ocasión; y, de cincuenta hasta setenta y
cinco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para los trabajadores en general la tercera
ocasión. La multa se impondrá de forma
motivada, utilizando criterios de valoración
objetivos, como: gravedad de la infracción,
negligencia, daño producido, alcance de la
remediación, volumen de ventas, perjuicio
al Estado y al consumidor y otros que se
consideren pertinentes guardando proporcionalidad
con la infracción, de conformidad con lo
que se establezca en el Reglamento.

플과 분석은 이러한 과정을 위한 국제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연료의 대중보급 시 혹은 이를 기계, 전기, 전
자 시스템으로 변환 시 연료금액 감소를 목적
으로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탄화수소 감독실
에 의해 규정된 보안인감을 어기는 사람은 처
벌을 받게 된다. 첫 번째 경우 25명의 일반노
동자 통합 임금만큼의 벌금이, 두 번째의 경우
25~50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만큼의
벌금이, 세 번째의 경우 50~75명의 일반노동자
통합 기본임금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위반의 심각성, 과실, 손상 정도, 구제범위, 매
출액, 국가와 소비자에 가한 손실 정도, 규정에
따라 범죄에 비례하여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서비스 기지의 소유자 및 운영책임자에 의한
위법행위는 악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벌금은 2
배가 된다. 이러한 소유자 및 운영책임자는 타
사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
탄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부과된 벌금에 대해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청원할 수 있다. 이 법령
에 입각한 벌금의 징수에 있어 탄화수소 감독
실에 민사절차 규정에 따른 강제 관할권을 갖
는다.
다른 재원의 청원 및 중재를 위해 벌금지불증
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거부된다.
이 법률의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
하는 탄화수소관리부의 모든 관할권자, 임원,
관리인, 직원 및 근로자는 임무의 착수와 종료
시점에 맹세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는 매년 갱
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누락 및 불이행
은 계약관계의 해고, 제거 및 종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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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considera circunstancia agravante, que
quien incurra en esta infracción sea el
propietario o el administrador responsable
de una estación de servicio; en este caso
las multas se duplicarán. Tales propietarios
o administradores no serán responsables por
los actos maliciosos de terceros.
De las sanciones impuestas por el Director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se podrá apelar ante el
Ministro del ramo. Para el cobro de las
multas previstas en esta Ley, se otorga
jurisdicción coactiva 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Código
de Procedimiento Civil.
Para la apelación o interposición de cualquier
otro recurso, se acompañará el documento
que justifique el pago de la multa impuesta,
caso contrario será denegado.
Para los efectos de este artículo y los siguientes,
las autoridades, dignatarios, servidores,
empleados y trabajadores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que
realizan funciones de control del cumplimiento
de las normas de esta Ley, presentarán su
declaración patrimonial juramentada al
inicio y término de sus funciones, debiendo
actualizarla anualmente. La omisión o
incumplimiento de esta obligación será causal
para la destitución, remoción o terminación
del vínculo contractual con quien omitiere o
incumpliere.
Artículo 79. La transferencia de un contrato
o la cesión a terceros de derechos
provenientes de un contrato, serán nulas y
no tendrán valor alguno si no precede
autorización del Ministerio del Ramo, sin
perjuicio de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según lo previsto en la presente Ley.
El Estado recibirá una prima por el
traspaso y la empresa beneficiaria deberá
celebrar un nuevo contrato en condiciones

제79조
계약의 양도 혹은 제3자에 대한 계약권리 양도
는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되며, 이는 이 법률에 명시된 계
약해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는 매출량에 대한 상여금을 받으며, 수혜
기업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보다 국가에 대
해 더 유리한 경제조건을 담고 있는 새로운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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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ómicas más favorables para el Estado,
que las contenidas en el contrato primitivo.
Artículo 80. Ningún funcionario ni
empleado del Estado, sea que perciba
sueldo fijo u honorarios, podrá recibir
emolumento alguno de las empresas
contratistas,
sean
éstas concesionarias,
asociadas o suministradoras de servicios. El
incumplimiento de esta disposición será causa
para la cancelación de su cargo, sin
perjuicio de la devolución de tales
emolumentos, cuyo valor la empresa comprometida
deberá transferir al Ministerio del Ramo.

제80조
정규 또는 시간제 고용과 무관하게 어떠한 국
가 공무원과 직원도 계약기업, 채굴자,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위반은 사례금의 반환 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해지의 원인이 되며, 해당 회사
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이 사례금을 양도해야
한다.

CAPITULO XI
DISPOSICIONES GENERALES

제 11 장
총칙

Artículo 81.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81조
0,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Suplemento 폐지(2010년 7월 27일 Registro Oficial 244
244 de 27 de Julio del 2010.
법률 제0에 명시)
Artículo 82. Las comunicaciones, los
informes, estudios, balances, inventarios y más
documentos que los contratistas o asociados
presenten a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se
considerarán como declaración jurada,
llevarán las firmas de sus representantes
legales y se sujetarán a lo dispuesto en las
leyes pertinentes en los casos de falsedad
intencional.

제82조
계약자나 파트너가 탄화수소 사무국에 제출하
는 모든 통신수단, 보고서, 연구, 잔금, 재고 및
관련 서류는 선서 진술서이며, 해당 법적 대표
자의 서명이 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진술
의 경우 법령의 규정을 받는다.

Artículo 83. Todos los valores monetarios
determinados en esta Ley, serán reajustados
anualmente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de acuerdo al
índice general de precios proporcionado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INEC), y a las variaciones del tipo
de cambio oficial de la moneda.

제83조
이 법제에서 언급된 금전적 가치는 국가통계
및 국세조사연구소(INEC)에 의해 측정되는 일
반적 물가지수와 통화의 공식 환율변화에 따라
매년 탄화수소 감독실에 의해 조정된다.

Artículo 84. La perforación de pozos a
distancias menores de doscientos metros del
límite de la respectiva área de exploración
o de explotación, requiere autorización previa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Hidrocarburífero.

제84조
탐사나 개발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시추공
작업을 할 경우 탄화수소 감독실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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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85. La explotación de yacimientos
comunes o dos o más áreas de contrato hará
obligatorio celebrar convenios operacionales
de explotación unificada, con el objeto de
lograr mayor eficiencia y economía en la
operación. Tales convenios deberán ser
aprobados por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제85조
공공광구 혹은 계약의 2개 이상의 지역의 개발
은 통합개발 운영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데,
이는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러한 계약은 탄화수소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Artículo 86. Exonérese de todo impuesto la
constitución de compañías para la exploración,
explotación e industrialización de hidrocarburos
y sus aumentos de capital; y del impuesto
al capital en giro, los capitales que se
inviertan y se empleen en la operación de
la industria petrolera.

제86조
탄화수소 탐사, 개발, 산업화를 위한 기업의 설
립이나 자본의 획득은 모든 세금을 면제받으며,
석유산업의 운영에 투자하고 사용되는 자본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Artículo 87. El Ministerio de Finanzas,
previo informe favorable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iberará de los impuestos
aduaneros la importación de equipos, maquinarias,
implementos y otros materiales necesarios
para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y en los
primeros diez años del período de explotación,
siempre que dichos artículos no se
produzcan en el País. De igual liberación,
gozarán las industrias de hidrocarburos,
petroquímicas y conexas, durante el período
de construcción y hasta cinco años después
de su puesta en marcha, sin perjuicio de lo
dispuesto en la Ley de Fomento Industrial.
La liberación prevista en el inciso que
antecede comprenderá el ciento por ciento
(100 %) de los impuestos arancelarios y
adicionales que gravan las importaciones de
los bienes mencionados y, en consecuencia,
no se aplicará el Art. 3o. de la Ley No.
136 promulgada en el Registro Oficial No.
509 de 8 de Junio de 1983.

제87조
탄화수소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재무부는 탐사
기간과 개발 초기 10년간 진행될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을 위한 장비, 기계, 도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가 국내에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석유산업, 석유화학
및 관련 산업은 산업발전법 규정에 관계없이
건설기간과 작업 착수 후 5년까지 이러한 철폐
의 혜택을 본다.
위에 언급된 관세철폐는 언급된 상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되는 관세 및 추가세금의 100%를 포
함한다. 이에 따라 1983년 6월 8일 공식등록
506에 제정된 법령 제136의 조항 30은 적용되
지 않는다.

Artículo 88. Con informe favorable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efectuarse
el traspaso o la enajenación de artículos
importados con liberación de derechos aduaneros,
cuando no fueren por más tiempo utilizables

제88조
탄화수소청과의 협의를 통해 철폐된 관세로 수
입된 제품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는
관련기업의 작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탄화수소, 사무국과 재무부의 관료에 의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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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el trabajo de la empresa interesada, una
vez que sean avaluados por delegados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y del Ministerio
de Finanzas, a fin de que se cobre la parte
proporcional de los impuestos aduaneros
antes exonerados, sobre el valor del avalúo
efectuado. Si el traspaso se hiciere a otra
empresa con derecho a la liberación de
impuestos aduaneros, solo se requerirá el
informe favorable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El Estado o PETROECUADOR
tendrán prioridad para la compra de tales
artículos, la que se hará sin el pago de los
impuestos calculados.
Si se comprobare que cualquier objeto que
hubiese gozado de liberación se hubiese
destinado a servicio distinto, así como en
caso de venta o traspaso hechos con violación
de lo establecido en este artículo, se
aplicará lo dispuesto en la Ley Orgánica de
Aduanas.

세된 금액의 일부분을 수령할 가치가 있을 경
우 발생된다. 관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가 이뤄질 경우에는 탄화수소청에 협의가
필요하다. 주정부와 페트로에콰도르는 이러한
항목의 구매에 우선권을 지니며, 예상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관세 철폐 항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기 위해서나 또는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된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Artículo 89. La introducción temporal al
País de maquinarias o equipos petroleros, 제89조
podrá hacerse hasta por un plazo de cinco 석유 장비나 기계의 임시적인 도입은 관세법의
años, con sujeción en los demás a lo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가능하다.
establecido en la Ley Orgánica de Aduanas.
Artículo 90. Las indemnizaciones que se
deban pagar por los perjuicios ocasionados
en terrenos, cultivos, edificios u otros
bienes, con motivo de la exploración o el
desarrollo de la explotación petrolera, o de
cualquier otra fase de las industrias de
hidrocarburos, serán fijadas por peritos
designados por las partes. En caso de
desacuerdo, el Ministro del Ramo nombrará
un dirimente.

제90조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기간 혹은 모든 탄화수
소 산업화 단계에서 토지, 농작물, 건물 또는
기타 자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계약
당사자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며,
의견 불일치의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중재
자를 임명한다.

Artículo 91. A petición de una empresa
contratista 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odrá el Ministerio del
Ramo, previa declaratoria de utilidad
pública, expropiar a favor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para que ésta ceda su uso

제91조
계약자 혹은 탄화수소청의 신청서에 따라 비재
생천연자원부는 석유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 또는 기타 부동산을
관련기업에 이양될 수 있도록 공공선언 후 수
용하거나 이에 대한 지역권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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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 empresa interesada, terrenos u otros
bienes inmuebles, o constituir servidumbres,
que fuesen indispensables para el desarrollo
de cualquier aspecto de la industria
petrolera. Todos los gastos y pagos que
deban efectuarse para estos fines correrán
por cuenta de la empresa interesada o de la
Secretaría de Hidrocarburos.
La petición deberá acompañarse de los
planos respectivos. El Ministerio del Ramo,
efectuada la inspección que fuere necesaria,
fijará la cantidad de dinero que estime
suficiente para indemnizar al propietario, la
que deberá ser depositada en el Ministerio,
a la orden del propietario, previo el avalúo
practicado por la Dirección Nacional de
Avalúos y Catastros para que éste la cobre
si la encuentra conforme, previa suscripción
de la escritura pública de enajenación o de
constitución de la servidumbre. En caso de
inconformidad del propietario, esa cantidad
se mantendrá en depósito hasta que se
resuelva sobre el valor definitivo de la
indemnización, para lo cual se procederá
con sujeción al trámite establecido en el
Código de Procedimiento Civil para el
juicio de expropiación.
La ocupación de los bienes expropiados o
el ejercicio de la servidumbre podrán
efectuarse desde que se haya realizado el
depósito.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지불은 관련기업이나 탄화수소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서는 관련도면을 수반해야 한다. 비재생천
연자원부는 필요 시 검사를 진행하며, 해당 지
역의 소유자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간주
되는 금액을 측정한다. 이러한 금액은 전국 토
지대장 검증부에 의해 검증된 소유자의 순서대
로 관련부서에 입금되어야 한다. 검증의 경우
지역권의 이전이나 설립에 대한 대중증서 서명
후 실행된다.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
용에 대한 민사 절차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은
보상의 최종 값이 결정될 때까지 보증금에 보
관된다.
수용된 지역에 대한 작업이나 지역권의 행사는
보증금이 입금된 후에 시작된다.

Artículo 92. Artículo derogado por Ley No. 제92조
44, publicada en Registro Oficial 326 de 29 폐지(1993년 11월 29일 Registro Oficial 326
법률 제44에 명시)
de Noviembre de 1993.
Artículo 93. Las obras, los servicios, la
adquisición de equipos y más bienes, o la
compra o venta de hidrocarburos que
PETROECUADOR y sus empresas filiales
tengan que contratar para el cumplimiento
de esta Ley, serán ejecutadas y controlados
de acuerdo con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esta Ley Especial y en los Reglamentos
correspondientes.

제93조
이 법제를 수행함에 있어 페트로에콰도르와 그
자회사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작업, 서비스, 장
비나 다른 자산의 획득 혹은 탄화수소의 구입
또는 판매는 특별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명시
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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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94. Participación Laboral: En el
caso de los trabajadores vinculados a la
actividad hidrocarburífera, éstos recibirán el
3% del porcentaje de utilidades y el 12%
restante será pagado al Estado, que lo
destinará, única y exclusivamente, a proyectos
de inversión social en salud y educación, a
través de los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dos que se encuentren dentro
de las áreas delimitadas por cada contrato,
donde se lleven a cabo las actividades
hidrocarburíferas, en partes iguales. Dichos
proyectos deberán estar armonizados con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l dinero correspondiente al 12% destinado
a proyectos de inversión social será canalizado
a los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dos
a través del Banco del Estado. Para que el
Banco del Estado efectúe los desembolsos
correspondientes, los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dos deberán contar con proyectos
debidamente aprobado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correspondiente al área en que se
quiera ejecutar el proyecto.

제94조
노동참여: 석유와 가스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
자의 경우 이익 비율의 3%를 받으며, 나머지
12%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사회투자 프로젝
트를 위해 단독 및 배타적으로 국가에 지급된
다. 이는 각 계약에 정의되었고 탄화수소 작업
이 시행되는 영역에 있는 지방자치 정부를 통
해 이뤄진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개발계획과
조화되어야 한다.
사회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12%의 비용은 국립
은행을 통해 지방자치 정부에 지급된다. 국립
은행이 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부
는 해당 지역에서 정식으로 비재생천연자원부
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DISPOSICIONES FINALES

종칙

PRIMERA: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첫째
expedirá el Reglamento a esta Ley dentro 공화국의 대통령은 90일의 헌법 제한 시간 내
del plazo constitucional de noventa días
에 이 법의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SEGUNDA: La presente Ley tiene el
둘째
carácter de especial, en consecuencia, sus
이 법은 특별법이며, 이에 반대하는 일반적 규
normas prevalecerán sobre las normas
칙에 우선시된다.
generales que se le opu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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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에콰도르 광업법

LEY DE MINERÍA

에콰도르 광업법

TÍTULO Ⅰ
DISPOSICIONES FUNDAMENTALES

제1 편
통칙

CAPÍTULO Ⅰ
DE LOS PRECEPTOS GENERALES
Artículo 1. (Del objeto de la Ley) La
presente Ley de Minería norma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soberanos del Estado
Ecuatoriano, para administrar, regular,
controlar y gestionar el sector estratégico
minero, de conformidad con los principios de
sostenibilidad, precaución, prevención y
eficiencia. Se exceptúan de esta Ley, el
petróleo y demás hidrocarburos.
El Estado podrá delegar su participación en
el sector minero a empresas mixtas mineras
en las cuales tenga mayoría accionaria, o a
la iniciativa privada y a la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para la prospección, exploración
y explotación, o el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si fuere el caso, además de la
comercialización interna o externa de sustancias
minerales.
Artículo 2. (Ámbito de aplicación) A fin de
normar la delegación prevista en el artículo
anterior, la presente Ley de Minería, regula
las relaciones del Estado con las empresas
mixtas mineras: con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mixtas, privadas y las de éstas entre sí,
respecto de la obtención, conservación y
extinción de derechos mineros y de la
ejecución de actividades mineras.

제1 장
일반규정

제1조 (법의 목적)
광업법은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보전 및 효율
성의 원칙하에 전략광업부문 관리, 통제 및 감
독을 위한 에콰도르 주권행사에 따른다. 석유
와 기타 탄화수소 자원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
국가는 과반수의 지분을 갖는 광물 민관혼합기
업 혹은 민간기업에 광물의 국내외 상업화뿐만
아니라 시굴, 채굴, 야금, 주물, 제련 활동을 위
임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가 정한 위임규정에 의해, 국가와 광물
민관혼합기업 간 관계 및 광업권의 취득, 유지,
종료 그리고 광업활동을 규율한다. 광물 민간
혼합기업은 개인, 단체, 외국인 및 외국법인 혹
은 공법인, 사법인 및 공사법인으로 구성된다.

Artículo 3. (Normas supletorias) Son aplicables 제3조 (보충규범)
en materia minera, en la relación Estado - 광업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행정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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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es, y de éstos entre sí la normativa:
Administrativa, Contencioso-Administrativa;
de soberanía alimentaria: tributaria; penal;
procesal penal; de empresas públicas; societaria;
소송법, 식량주권법, 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civil; procesal civil; de gobiernos autónomos
공기업법, 회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
descentralizados; de patrimonio cultural y
법, 문화유산법, 상법, 기타 실정법에 의한다.
más normativa de la legislación positiva
ecuatoriana aplicable al sector geológico
minero, en todo lo que corresponda y no
esté expresamente regulado en la presente
ley.

CAPÍTULO II

제2 장

DE LA FORMULACIÓN, EJECUCIÓN Y
ADMINISTRACIÓN DE LA POLÍTICA 광산정책의 제정, 집행 및 관리
MINERA
Artículo 4. (Definición y dirección de la
política minera)
Es atribución y deber de la Presidenta o
Presidente de la República, la definición y
dirección de la política minera del Estado.
Para el desarrollo de dicha política, su
ejecución y aplicación, el Estado obrará por
intermedio del Ministerio Sectorial y las
entidades y organismos que se determinan
en esta ley. El Estado será el encargado de
administrar, regular, controlar y gestionar el
desarrollo de la industria minera, priorizando
el desarrollo sustentable y el fomento de la
participación social.
Artículo 5. (Estructura Institucional) El
sector minero estará estructurado de la
siguiente manera:
a) El Ministerio Sectorial;
b)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c) 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úrgico:
d) La Empresa Nacional Minera; y,
e) Las municipalidades en las competencias
que les correspondan.
Artículo

6.

(Del

Ministerio

제4조 (광산정책 정의 및 관리)
국가 광업정책의 정의 및 관리는 대통령의 권
한이자 의무이다. 광업정책의 개발, 집행 및 관
리를 위해서 국가는 비재생천연자원부와 이 법
에 명시된 기관과 조직을 운영한다. 국가는 지
속가능한 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최우선하며
광물산업 발전을 관리, 규제 및 통제한다.

제5조 (조직)
광업부문은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a)
b)
c)
d)
e)

비재생천연자원부
광업감독실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
국영광업공사
해당 분야의 역량 있는 시 정부

Sectorial) 제6조 (비재생천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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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do por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es el órgano rector y planificador del sector
minero. A dicho órgano le corresponde la
aplicación de políticas, directrices y planes
aplicables en las áreas correspondientes para
el desarrollo del sector,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la Constitución y la ley,
sus reglamentos y los planes de desarrollo
que se establezcan a nivel nacional.
El Estado, determinará de acuerdo a lo
prescrito en el artículo 279 de la Constitución
vigente y en función de los principios del
buen vivir, así como de sus necesidades
económicas, ambientales, sociales y culturales,
las áreas susceptibl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minera, teniendo como prioridad
la racionalidad en la utiliza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la generación de nuevas
zonas de desarrollo y el principio de
equilibrio regional.
La Política Minera Nacional tenderá a
promover en todos los niveles la innovación,
la tecnología y la investigación que permitan
un desarrollo interno del sector, para este
proceso el Ministerio Sectorial coordinará
con las instancias de ciencia y tecnología y
de altos estudios que existen en el país.
El Estado establecerá mecanismos de fomento,
asistencia técnica, capacitación y de
financiamiento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para la minería artesanal y pequeña
minería. Así mismo, establecerá sistemas de
incentivos para la protección ambiental y
generación de unidades productivas más
eficientes.
Artículo 7. (Competencias del Ministerio Sectorial)
Corresponde al Ministerio Sectorial:
a. El ejercicio de la rectoría de las políticas
públicas del área geológico-minera, la
expedición de los acuerdos y resoluciones
administrativas que requiera su gestión;
b. Ejercer la representación del Estado en
materia de política minera;

대통령 직속의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물부문을
지도하고 기획하는 부서로서 헌법, 광업법, 시
행령 및 기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개발지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계획을 집행한다.
헌법 제279조가 정한 바와 복지국가 원리 및
경제, 환경, 사회, 문화 필용성에 의거하여, 국
가는 광물탐사개발 가능지역을 결정한다. 이때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새로운 개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균형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국가광업정책은 국내 광업발전을 위해 광산업
의 혁신, 기술 및 연구에 모든 국가역량을 기
울이고, 이를 위해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국내의
과학기술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한다.
국가는 수작업 광업 및 소규업 광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및 금융지원
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는 환
경보호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한다.

제7조 (비재생천연자원부 권한)
다음 업무는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관장한다.
a) 지질광물 지역의 공공정책 집행, 행정결의
및 행정결정의 제정
b) 광업정책 분야에서 국가대리권 행사
c) 광업부문의 개발, 행정, 규제 및 관리를 위
한 정책, 계획 및 프로젝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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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valuar las políticas, planes y proyectos
para el desarrollo, administración, regulación
y gestión del sector minero;
d. Ejecutar, de manera desconcentrada, la
política pública definida para el desarrollo
del sector;
e. Promover en coordinación con instituciones
públicas y,o privadas, universidades y
escuelas politécnicas, la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ecnológica en el sector minero;
f. Definir, en coordinación con la entidad
rectora de la planificación nacional,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del sector minero;
g. Supervisar el cumplimiento de los objetivos,
las políticas y las metas definidas para el
sector que ejecutan las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públicas y privadas;
h. Establecer los parámetros e indicadores
para el seguimiento, supervisión y evaluación
de la gestión de las empresas públicas e
informar al Ejecutivo sobre los resultados
de tal ejecución y medición; El Estado
establecerá mecanismos de fomento, asistencia
técnica, capacitación y de financiamiento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para la
minería artesanal y pequeña minería. Así
mismo, establecerá sistemas de incentivos
para la protección ambiental y generación
de unidades productivas más eficientes.
i. Crear los Consejos Consultivos que permitan
la participación ciudadana para la toma de
decisiones en las políticas mineras;
j. Otorgar, administrar y extinguir los derechos
mineros; Y, k. Las demás establecidas en
las leyes y decretos ejecutivos vigentes, así
como en el reglamento de esta ley.

d) 지방분권식의 광업발전 공공정책의 실행
e) 광업부문에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및
다기술 학교와 협력 및 과학기술연구 진흥
f) 국가기획원과 협력하여 국가광산업개발계획
규정
g) 광업부문에서 개인,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정한 목적, 정책 및 목표의 이행 감독
h) 공기업 운영의 감독평가를 위한 매개변수와
지표를 마련하고, 결과를 행정부에 보고한다.
국가는 수작업 광업과 소규모 광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 및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또한 환경보호 및 생산
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i) 민간이 참여하는 광업정책결정 자문위원회
창설
j) 광업권의 허가, 관리 및 종료
k) 법률과 행정명령 및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기타

Artículo 8.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s el organismo
técnico-administrativo, encargado del ejercicio
de la potestad estatal de vigilancia,
auditoría, intervención y control de las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que realicen

제8조 (광업감독실)
이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영광업
공사, 민관혼합기업, 민간기업, 수작업 광업, 소
규모 광업 및 생계광업이 수행하는 광물활동의
단계별 감시, 감사, 개입 및 통제하는 국가권한
를 행사하는 기술행정기관이다. 이는 이 법률
과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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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mpresa Nacional Minera, las empresas
mixtas mineras, la iniciativa privada, la
pequeña minería y minería artesanal y de
sustento, de conformidad con las regulaciones
de esta ley y sus reglamentos.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como institución de derecho público,
con
personalidad
jurídica,
autonomía
administrativa, técnica, económica, financiera
y patrimonio propio, está adscrita al
Ministerio Sectorial y tiene competencia para
supervisar y adoptar acciones administrativas
que coadyuven
al aprovechamiento racional y técnico del
recurso minero,
a la justa percepción de los beneficios que
corresponden al Estado, como resultado de
su explotación, así como también,
a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de
responsabilidad social y ambiental que
asuman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Artículo 9. (Atribuciones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Son atribuciones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as siguientes:
a) Velar por la correcta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sus reglamentos y demás
normativa aplicable en materia minera;
b) Dictar las regulaciones y planes técnicos
para el correcto funcionamiento y desarrollo
del sector, de conformidad con la presente
ley;
c) Emitir informes de los procesos de
otorgamiento, conservación y extinción de
concesiones mineras, de autorización para la
instalación y operación de plantas de beneficio,
tratamiento fundición y refinación; y de la
suscripción de contratos de explotación, por
parte del Ministerio Sectorial;
d) Llevar un registro y catastro de las
concesiones mineras y publicarlo mediante
medios informáticos y electrónicos;
e) Conocer y resolver sobre las apelaciones

광업감독실은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산하기관이
며 법인격, 행정, 기술, 경제, 재정자치권과 독
립자산을 가진 공기관으로서, 광물자원의 합리
적 기술개발, 개발 결과에 따른 국가이익의 정
당성 인식, 광업권자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무 이행을 보조하는 행정조치를 감시하고 채택
한다.

제9조 (광업감독실 권한)
광업감독실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갖는
다.
a) 광업부문에서 이 법, 시행령, 규정 및 기타
적용규범의 올바른 적용을 감시
b)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부문의 올
바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규정 및 기술계획 마
련
c) 광업권의 양도, 보존, 종료; 야금, 주물, 제
련 공장의 설치 및 작업승인; 비재생천연자원
부에 의한 채굴계약 실행
d) 광업권의 기록과 토지대장을 유지하고 정보
전자매체를 통한 공표
e)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f) 행정보호절차의 인식, 처리, 결정
g) 광업권과 면허권 소지자의 모든 광업활동
감사
h) 헌법 제43조가 정한 광업활동의 연소자 노
동금지를 광업권자가 준수하는 여부 감시
i) 감시절차 후 앞에서 언급된 연소자의 노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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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tros recursos que se interpongan
respecto de las resoluciones de las unidades
desconcentradas que llegaren a su conocimiento;
f) Conocer, tramitar y resolver, en los
procesos de amparo administrativo;
g) Inspeccionar las actividades mineras que
ejecuten los titulares de los derechos y
títulos mineros
h) Vigilar que en las actividades mineras
que ejecutan los titulares de los derechos
mineros, no se encuentren trabajando, o
prestando servicios a cualquier titulo,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y velar por el cumplimiento
del artículo 43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i) Sancionar con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a los titulares
de la actividad minera, si de la observación
a que se refiere el literal
j) Designar un interventor en los casos que
la ley lo determine;
k) Fijar los derechos de concesión en el
sector minero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sta ley y sus reglamentos, así
como recaudar los montos correspondientes
por multas y sanciones;
1) Ejercer el control técnico y aplicar las
sanciones del caso para asegurar la correcta
aplicación de las políticas y regulaciones
del sector;
m) Abrir, sustanciar y decidir los
procedimientos destinados a la imposición
de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n) Vigilar, evaluar y divulgar el comportamiento
del mercado y las estadísticas del sector
minero;
o) Otorgar las licencias de comercialización
de sustancias minerales determinadas en la
presente ley; y,
p) Las demás que le correspondan conforme
a esta ley y los reglamentos aplicables.
El Estatut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terminará las competencias de las

여 적발 시 광업권자 처벌
j) 법이 정한 경우 감독관 지정;
k) 이 계약 조항 및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
하고, 관련 벌금과 제재 비용을 수집
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광업권을 정
하고 해당 벌금과 징계에 처한다.
l) 광업정책 및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기술적 관리를 수행하고 징계를 적용
m) 이 법이 정하는 처벌부과 절차 개시, 진행
및 결정
n) 광업부문의 시황과 통계 모니터링, 평가 및
공표
o) 이 법이 정하는 광물의 판매 라이선스 부여
p) 이 법과 적용가능한 시행령이 정한 기타 사
항
광업감독실의 정관은 이 법이 정한 권한 내에
지역광업감독실의 권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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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ias Regionales que se creen, en el
marco de las atribuciones contenidas en la
presente ley.
Artículo 10.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úrgico) Créase 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úrgico de acuerdo con las
normas del artículo 386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como institución
pública encargada de realizar actividades de
investigación, desarrollo tecnológico e
innovación en materia Geológica, Minera y
Metalúrgica.
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úrgico, tiene
personalidad jurídica, autonomía administrativa,
técnica, económica, financiera y patrimonio
propio; está adscrito al Ministerio Sectorial
y tiene competencia para generar, sistematizar,
focalizar y administrar la información
geológica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ara promover el desarrollo sostenible y
sustentable de los recursos minerales y
prevenir la incidencia de las amenazas
geológicas y aquellas ocasionadas por el
hombre, en apoyo al ordenamiento territorial.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este
instituto, deberá guardar conformidad con
las disposiciones de la presente ley y sus
reglamentos.

제10조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는 지질, 채굴, 야금 물
질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과 혁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제386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다.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는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산하기관이며, 법인격, 행정, 기술, 경제, 재정
자치권과 독립자산을 가진 공기관으로서,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이용
에 따른 인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질위험
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토 내의 모든 지질정보
를 작성, 통제, 제어, 관리한다.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이 법과 시행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Artículo 11. (Directori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tendrá un
Directorio conformado por tres miembros
que no tendrán relación de dependencia con
esta entidad.
Estará integrado por dos miembros titulares
y sus respectivos suplentes, que deben ser
técnicos en la materia, designados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y el Ministro
Sectorial o su delegado permanente y su
respectivo suplente, el cual ejercerá la
Presidencia del Directorio.

제11조 (광업감독실 이사회)
광업감독실의 이사회는 독립관계의 3명으로 구
성된다.
이는 대통령과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 혹은
이들로부터 영구위임을 받은 보충역의 의사회
의장에 의해 임명된 광업 전무가인 2명의 주요
멤버와 한 명의 보충 멤버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2명 기술이사와 각각의 기술대리인을
구성한다.
이사회는 1명의 집행이사를 임명하고 관리재무
의 조직과 권한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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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Directorio nombrará un Director Ejecutivo
y establecerá la estructura administrativa y
financiera más conveniente para su correcto
funcionamiento, así como también las
atribuciones de sus funcionarios
Artículo 12. (Empresa Nacional Minera) Es
una sociedad de derecho público con
personalidad jurídica, patrimonio propio,
dotada de autonomía presupuestaria, financiera,
económica y administrativa, destinada a la
gestión de la actividad minera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os recursos
materia de la presente ley, en observancia a
las disposiciones de la misma y sus
reglamentos. La Empresa Pública Minera,
sujeta a la regulación y el control específico
establecidos en la Ley de Empresas
Públicas, deberá actuar con altos parámetros
de calidad y criterios empresariales, económicos,
sociales y ambientales. Para el cumplimiento
de su fin, la Empresa Nacional Minera podrá
asociarse, constituir compañías de economía
mixta, celebrar asociaciones, uniones transitorias,
alianzas estratégicas y en general todo acto
o contrato permitido por las leyes
nacionales con la finalidad de cumplir con
su objeto social y alcanzar los objetivos
nacionales,
con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o privadas.

제12조 (국영광업공사)
국영광업공사는 법인격, 독립자산, 예산, 재무,
경제, 행정 자치권을 보유한 공기업(공법기업)
이다. 광업법과 광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
에 따라,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광업활동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영광업공사는 기업, 경제,
사회 및 환경 자격과 기준을 갖고 운영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 국영광업공사는 개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공법인 혹은 사법인과 민관혼합기업
을 설립하거나, 합작 계약, 과도조합, 전략적
제휴 및 국내법이 허용하는 기타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rtículo 13. (Sistemas administrativos) Las
servidoras o servidores públicos que presten
sus servicios en las entidades y organismos
que crea esta ley, estarán sujetos a la Ley
Orgánica de Servicio Civil y Carrera
Administrativa y de unificación y homologación
de las remuneraciones del Sector Público,
con excepción de la Empresa Nacional
Minera, que se regirá por su propia normativa
en apego a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제13조 (경영 시스템)
이 법에 관련한 기관 혹은 단체에서 봉사하는
직원 혹은 공무원은 행정서비스 혹은 공공부분
보수 표준화에 대한 유기법률을 따른다. 국립
광물공사는 에콰도르 헌법 규정에 귀속된다.

Artículo 14 (Jurisdicción y competencia)

제14조 (관할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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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que sean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o realicen actividades mineras,
están sometidas a las leyes, tribunales y
jueces del país. En el caso de las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extranjeras, se atendrán
a los términos del artículo 422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ublica del Ecuador.

광업권자 혹은 광업활동 종사자로서 단체, 외
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에콰도르 법률, 법원 및
재판관에 기속된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에
콰도르 헌법 제422조를 고려해야 한다.

Artículo 15. (Utilidad pública) Se declara
de utilidad pública la actividad minera en
todas sus fases, dentro y fuera de las
concesiones mineras. En consecuencia, procede
la constitución de las servidumbres que
fueren necesarias, en el marco y límites
establecidos en esta ley, considerando la
prohibición y excepción señaladas en el
artículo 4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제15조 (공공이익)
광업양허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광업활
동은 공공이익이다. 결과적으로 에콰도르 헌법
제407조가 정한 금지 및 예외를 고려하여 광
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이 진행
된다.

CAPÍTULO III

제3 장

DEL DOMINIO DEL ESTADO Y DE LOS
국가소유권과 광업권
DERECHOS MINEROS
Artículo 16. (Dominio del Estado sobre
minas y yacimientos) Son de propiedad
inalienable, imprescriptible, inembargble e
irrenunciable del Estado los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y, en general, los
productos del subsuelo, los minerales y
sustancias cuya naturaleza sea distinta de la
del suelo, incluso los que se encuentren en
las áreas cubiertas por las aguas del mar
territorial. El dominio del Estado sobre el
subsuelo se ejercerá con independencia del
derecho de propiedad sobre los terrenos
superficiales que cubren las minas y
yacimientos. La explota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y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mineros se ceñirán a los principios del
desarrollo sustentable y sostenible, de la
protecc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de la participación y
responsabilidad social, debiendo respetar el
patrimonio natural y cultural de las zonas

제16조 (광산과 광맥에 대한 국가소유권)
비재생천연자원, 하층토 생산물, 지표광물과 부
산물 및 영해광물과 부산물은 시효와 무관하고,
압류불능이며,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불가양
한 절대 소유권이다. 하층토의 국가소유권은
광산 및 광맥이 있는 지표에 대한 국가소유권
과 별개로 행사된다. 천연자원의 채굴과 광업
권의 행사는 채굴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존
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환경보전보호
원칙 및 참여와 사회책임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광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공기업, 민관혼합기업,
민간기업은 에콰도르 국익에 맞춰 합리적으로
광물탐사개발을 실시한다.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은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복구에 대한 규제, 관
리 및 통제, 사회참여와 시민감시 지원을 최우
선으로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에 기초하여
시행된다. 국가직접개발과 광업권 입찰은 국가
개발계획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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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tadas. Su exploración y explotación
racional se realizará en función de los
intereses nacionales, po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empresas públicas, mixtas o
privadas, nacionales o extranjeras, otorgándoles
derechos mineros, de conformidad con esta
ley.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los
recursos mineros estará basada en una
estrategia de sostenibilidad ambiental pública
que priorizará la fiscalización, contraloría,
regulación y prevención de la contaminación
y remediación ambiental, así como el
fomento de la participación social y la
veeduría ciudadana. Tanto la explotación
directa cuanto las subastas destinadas a
concesiones mineras, se realizarán únicamente
en las áreas definidas en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n su componente de
Ordenamiento Territorial.
Artículo 17. (Derechos mineros) Por
derechos mineros se entienden aquellos que
emanan tanto de los títulos de concesiones
mineras, contratos de explotación minera,
licencias y permisos, como de las
autorizaciones para instalar y operar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y de
las licencias de comercialización

제17조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업 양허증, 개발계약, 라이선스,
허가증 그리고 선광, 주조 및 제련공장 설치운
영 인가 및 판매 라이선스로부터 발생되는 모
든 권리로 이해한다.

CAPÍTULO IV

제4 장

DE LOS SUJETOS DE DERECHO MINERO 광업권의 주체
Artículo 18. (Sujetos de derecho minero)
Son sujetos de derecho minero las personas
naturales legalmente capaces y las jurídicas,
nacionales y extranjeras, públicas, mixtas o
privadas, comunitarias y de autogestión,
cuyo objeto social y funcionamiento se
ajusten a las disposiciones legales vigentes
en el país.

제18조 (광업권의 주체)
광업권의 주체는 개인,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민관혼합기업, 민간기업, 공동체, 자치단체(광산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가 될 수 있다. 광업권
주체의 목적과 운영은 국내법이 정한 바에 따
라 조정된다.

Artículo 19. (Domicilio de extranjero)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extranjeras,
para ser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deben tener domicilio legal en el territorio
nacional y recibirán el mismo tratamiento

제19조 (외국인의 주소)
광업권자로서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국내 주
소가 있어야 하며, 내국인 혹은 내국법인와 동
일한 대우를 받는다(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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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el otorgado a cualquier otr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nacional.
Artículo 20. (Personas inhabilitadas) Se
prohibe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mineras a personas que tengan o hayan
tenido conflictos de interés o puedan hacer
uso de información privilegiada,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vinculadas a los
organismos de decisión de la actividad
minera, sea a través de su participación
directa o de sus accionistas y sus parientes
hasta cuarto grado de consanguinidad y
segundo de afinidad o ex funcionarios del
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ministerio de minas y
petróleos o de sus parientes inmediatos
hasta cuarto grado de consanguinidad y
segundo de afinidad y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vinculadas a las
instituciones de decisión del sector minero,
señaladas en el Título IV “de los contratos”
Capítulo 1 “de las capacidades, inhabilidades
o nulidades” de la Ley Orgá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entre otros.

제20조 (무자격자)
다음에 명시되는 개인 혹은 법인은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득관계에 충돌이 있거나 특권 정보를 사용한
개인; 직접참여, 주주참여, 혹은 그들의 직계 4
촌 또는 방계 2촌을 통해서 광업분야의 의사결
정기관과 연관된 개인 혹은 법인; 천연자원부,
에너지광산부, 광산탄화수소부의 전직 공무원이
나 그들의 직계 4촌 혹은 방계 2촌; 공공계약
국가제도법의 제4편(계약) 제1장(자격, 무자격
혹은 무효)에서 지정한 광업부문의 의사결정기
관과 관련된 개인 혹은 법인

CAPÍTULO V

제5 장

DE LA ACTIVIDAD MINERA

광업활동

Artículo 21. (Actividad minera nacional) La
actividad minera nacional se desarrolla por
medio de empresas públicas, mixtas o
privadas, comunitarias, asociativas y familiares,
de autogestión o personas naturales, de
conformidad con esta ley. El Estado ejecuta
sus actividades mineras por intermedio de
la Empresa Nacional Minera y podrá constituir
compañías de economía mixta. Las actividades
mineras públicas, comunitarias o de
autogestión, mixtas y la privada o de
personas naturales, gozan de las mismas
garantías que les corresponde y merecen la
protección estatal. en la forma establecida
en la Constitución y en esta ley.

제21조 (국가광업활동)
국가광업활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
민관혼합기업, 민간기업, 공동체, 합작기업, 가
족기업, 자치단체(광산근로자들에 의해 운영)에
의해 시행된다. 국가는 국영광업공사를 통해
국가광업활동을 집행하고 민관혼합기업을 설립
할 수 있다. 공공 광업활동, 공동체 혹은 자치
단체 광업활동, 민관혼합기업 광업활동 그리고
개인 광업활동은 헌법과 광업법이 정한 방식에
서 국가의 보호를 향유한다.

Artículo 22. (Del Régimen Jurídico de la 제22조 (국영광업공사와 민간광업권자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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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a Nacional Minera y de los
concesionarios privados) La obtención y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mineros de la
Empresa Nacional Minera se sujetarán al
régimen jurídic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y de acuerdo a lo determinado en el
artículo 316 de la Constitución vigente.
Asimismo, los concesionarios privados en que
esta participe se sujetarán también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a las normas
jurídicas comunes aplicables a la inversión
nacional y al desarrollo de actividades
productivas en el país.

도)
국영광업공사의 광업권 취득 및 행사는 광업법
과 헌법 제316조가 정한 법제도에 기속된다.
마찬가지로 민간광업권자도 광업법과 국내 투
자 및 국내 생산활동 시 적용가능한 공통 법규
범에 기속된다.

Artículo 23. (Del interventor en actividades
mineras)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signará un interventor en actividades
mineras, que no esté bajo control y
vigilancia de la autoridad administrativa
societaria y de cooperativas, cuando se
comprobare ante denuncia escrita de parte
interesada o de oficio, que el titular de los
derechos mineros ha contravenido alguna de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y las demás
que regulan el sector minero, cuyos hechos
pudieren generar perjuicios para los socios,
accionistas o terceros.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en el acto
administrativo que designe al interventor,
establecerá las operaciones y documentos
que requieran de la firma y del visto bueno
de éste. En todo caso el interventor hará
las veces de administrador y sus funciones
serán: llevar cuenta exacta de los productos,
maquinarias y gastos de la concesionaria
para rendirla a su tiempo debidamente
documentada;
realizará
la
supervisión
efectiva de los trabajos; y, vigilará el
cumplimiento de sus deberes a todos el
personal tanto administrativo como de campo.
Los honorarios que perciba el interventor,
serán los que determin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cuyo pago estará a
cargo del titular de los derechos mineros a

제23조 (광산활동 감독관)
광업감독실은 광업권자가 광업법과 기타 광업
관련법을 위반하여 동업자, 주주 혹은 제3자에
게 피해를 준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서
면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광업활동 감
독관을 임명하여 조사할 수 있다. 광업감독실
은 광업활동 감독관을 임명할 때, 광업활동 감
독관의 서명과 허가 구비서류를 마련한다. 모
든 경우 관리자의 권리와 기능을 대신하는 광
업활동 감독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양허
권자의 생산물, 기계, 비용 장부 검토; 작업의
효율성 감시; 사무직원 및 현장직원의 의무이
행을 감시.
광산활동 감독관이 수령하는 급여는 광산감독
실이 정하며, 광업권자가 부담한다. 고발장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광산 관리⋅규제부는 이를
거절하거나, 공소장을 통해 고발장 작성자에게
이 법률에 의한 행정 및 민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고소장에 대해서, 광
업감독실은 각하하고 고소자에게 광업법이 정
하는 행정민사징계를 부과한다. 이 경우 형사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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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és de este órgano regulador. Si la
denuncia fuere manifiestamente infundad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la
rechazará e impondrá a los peticionarios o
denunciantes las sanciones administrativas y
civiles determinadas en la presente ley, sin
perjuicio de las sanciones penales que
determine su respectivo cuerpo legal.

CAPÍTULO VI

제6 장

DE LAS ZONAS MINERAS ESPECIALES
Y ACTOS ADMINISTRATIVOS FAVORABLES 특별광업지역과 사전승인 행정행위
PREVIOS
Artículo 24. (Áreas Mineras Especiales)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podrá declarar
Arcas Mineras Especiales, en sujeción al
artículo 4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a aquellas en las que exista potencial de
desarrollo minero y no se encuentren
concesionadas, con el objeto de que el
Ministerio Sectorial, a través de sus entidades
adscritas, realice catastros, investigaciones
geológico-mineras u otro tipo de actividades
con interés científico, dentro de sus
respectivas competencias. En la declaratoria
de Area Minera Especial se establecerá
expresamente el plazo de vigencia de la
misma, el que no podrá ser superior a cuatro
años; vencido este plazo quedará levantada
sin necesidad de disposición alguna que así
lo declare. En todo caso, la declaratoria
respetará los derechos legalmente establecidos
o los que deriven de éstos. No podrán
otorgarse concesiones mineras en dichas
áreas durante su vigencia. Durante los cuatro
años siguientes desde el término de la
vigencia de un Area Minera Especial, la
Empresa Nacional Minera tendrá un
derecho preferente para solicitar concesiones
mineras en dicha área. Asimismo, si durante
el mismo plazo de cuatro años referido
anteriormente, un tercero solicita una concesión
minera que abarque total o parcialmente

제24조 (특별광업지역)
대통령은 헌법 제407에 따라, 광산개발 잠재력
이 있으나 아직 광업권 양허가 없는 지역을 특
별광업지역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
재생천연자원부는 하부기관을 통해 관할권 내
에서 광물매장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대장, 지
질광산조사 및 학문적 업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광업지역으로 선언된 경우, 기간은 최대 4
년 동안이고, 기간만료 시 다른 조치 없이 자
동 해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기존 법적 권리 및 파생권리는 존중된다. 유효
기간 동안 일체의 광업권은 양도할 수 없다.
특별광업지역 유효기간으로부터 4년 동안 국영
광업공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업권 신청의
우선권을 갖는다. 특별광업지역으로 선언된 4
년 동안 특별광업지역의 제3자가 전부 혹은 일
부 토지에 대하여 양허권을 신청한다. 국영광
업공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업권 허가의 1차
권리를 갖는다. 광업감독실은 광업법 일반시행
령이 정하는 조건과 기간에 따라 제1순위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국가가 지질조
사, 탐사, 광물매장 가능성 및 타탕성 조사를
실시하는 광업지역과 광업 프로젝트는 그 이전
의 상태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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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nos que hayan sido comprendidos por
esa Arca Minera Especial, la Empresa
Nacional Minera tendrá un derecho de primera
opción para el otorgamiento de una concesión
minera en dicha áre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dará curso al
procedimiento para el ejercicio del derecho
de primera opción en los términos, condiciones
y plazos establecido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presente ley. Las áreas
mineras y proyectos mineros en los cuales el
Estado ecuatoriano haya realizado investigación
geológica, realizó exploración o haya
establecido estudios de prefactibilidad o
factibilidad, serán restituidos al mismo.
Artículo 25. (De las áreas protegidas) Se
prohibe la actividad extractiva de recursos
no
renovables
en
áreas
protegidas.
Excepcionalmente dichos recursos se podrán
explotar a petición fundamentad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y previa
declaratoria de interés nacional por parte de
la Asamblea Nacional, de conformidad a lo
determinado en el artículo 4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Artículo 26. (Actos Administrativos Previos)
Para ejecutar las actividades mineras a las
que se refiere el Capítulo siguiente, en los
lugares que a continuación se determinan,
se requieren, de manera obligatoria, actos
administrativos fundamentados y favorables,
otorgados previamente por las siguientes
autoridades e instituciones, según sea el
caso:
a) En todos los casos, se requiere la aprobación
del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y el
informe sobre la afectación a áreas protegidas
por parte del Ministerio del Ambiente;
b) Del Concejo Municipal, dentro de zonas
urbanas y de acuerdo con el ordenamiento
territorial y la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económico social cantonal;
c) Del Ministerio de Transporte y Obras

제25조 (보호지역)
보호지역에서 비재생 자원의 추출활동은 금지
된다. 예외적으로 헌법 제40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신청하고 국회가 국익을 위해
사전승인한 경우 비재생 천연자원은 추출될 수
있다.

제26조 (사전허가 행정행위)
특정 지역에서 여기서 언급된 광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과 기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a)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승인서와 보호지역 영
향보고서
b) 도시위원회: 국가토지이용관리와 사회경제
개발계획
c) 교통공공사업부: 건물, 도로, 철도, 고속도로,
케이블 관련
d) 통신부: 라디오 방송국, 안테나 및 통신시설
관련
e) 국방부: 군사지역이나 시설 혹은 인접 지역,
폭발 혹은 인화성 물질을 위한 지역, 에콰도르
공식 국경지역, 활성화된 항구, 해변 및 해저
관련
f) 수도국: 수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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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úblicas, con relación a edificios, caminos
públicos, ferrocarriles, andariveles y, a los
consejos provinciales en el caso de vías de
tercer orden:
d) De la Secretaría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con relación a estaciones de radiocomunicaciones,
antenas e instalaciones de telecomunicaciones:
e) Del Ministerio de Defensa, dentro de
áreas o recintos militares o en sus terrenos
adyacentes, de lugares destinados a depósitos
de materiales explosivos o inflamables, en
zonas que se encuentren en los límites y
fronteras oficiales del país y en puertos
habilitados, playas de mar y fondos marinos;
f)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en todo
cuerpo de agua, como lagos, lagunas, ríos o
embalses o en las áreas contiguas a las
destinadas para la captación de agua para
consumo humano o riego, de conformidad
con la ley que regula los recursos hídricos.
En el referido acto administrativo se estará
a lo determinado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en cuanto al orden
de prelación sobre el Derecho al acceso al
Agua;
g) De la Direcc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con relación a oleoductos, gasoductos y
poliductos, refinerías y demás instalaciones
petroleras:
h) De la Dirección de Aviación Civil, con
relación a aeropuertos o aeródromos o en
sus terrenos adyacentes;
i) Del 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s
Renovables en áreas en las cuales existan
centrales eléctricas, de las torres y líneas de
tendidos del sistema nacional interconectado;
y, j) Obligatoriamente del Instituto Nacional
de Patrimonio

비 및 관개에 사용되는 수자원이 위치한 호수,
강, 저수지 및 인근 지역; 관련 행정행동은 물
청구권에 대한 에콰도르 헌법을 준수한다.
g) 탄화수소국; 석유, 천연가스, 다용도의 수송
관, 정제소 및 다른 시설 관련
h) 민간항공국; 공항과 인근 지역 관련
i) 재생전기에너지부: 발전소, 송전탑, 국가시스
템 연결라인 관련
j) 국립문화유산기관: 자연 및 문화유산에 속하
는 고고학적 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광산 답
사
위에 언급된 행정조치를 위한 거리와 다른 기
술적⋅환경적 요구사항은 각 사항에 따른 행정
기관의 관할권에 의해 제정된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행정행동은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연장불가의 최대 6일 안
에 이뤄져야 하며, 행정행동을 발행하는 사무
관의 책무이다. 이는 각 기관의 이익과 시민권
과 보증이 보호되었음을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
한다. 행정행동을 발행할 당국과 기관은 자신
의 의견을 공표할 기간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적 행정행동을 요청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당국과 기관이 불리한 행정행동을 공표할 경우,
광업권 소유자는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성명서를
청원할 수 있으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f)에 명
시된 사법절차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Cultural en la zona de prospección minera
que pueda tener vestigios arqueológicos o
de patrimonio natural y cultural.
Las distancias y demás requerimie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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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écnicos y ambientales para los mencionados
actos administrativos se establecerán de
conformidad con los criterios previstos en
los respectivos reglamentos que dicten las
instancias administrativas competentes en
cada caso.Estos actos administrativos serán
otorgados en un término máximo e improrrogable
de sesenta días contados desde la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bajo responsabilidad
del funcionario de quien dependa la
emisión del acto administrativo y contendrá
los condicionamientos con los cuales se
precautelen los intereses de cada institución
y los derechos y garantías ciudadanas. Las
autoridades e instituciones encargadas de
emitir los actos administrativos aquí referidos,
no podrán solicitar actos administrativos
adicionales para extender el plazo en que
deben emitir su pronunciamiento. En el
caso que las autoridades e instituciones
antes indicadas emitan actos administrativos
desfavorables, el concesionario minero podrá
apelar de dicha resolución ante el Ministro
Sectorial, quien emitirá su resolución de
manera motivada, excepto lo señalado en el
literal f) que será apelable mediante vía
judicial.

CAPÍTULO VII

제7 장

DE LAS FASES DE LA ACTIVIDAD

광업활동의 단계

Artículo 27.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Para efectos de aplicación de esta ley, las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son:
a) Prospección, que consiste en la búsqueda
de indicios de áreas mineralizadas;
b) Exploración, que consiste en la determinación
del tamaño y forma del yacimiento, así
como del contenido y calidad del mineral
en él existente. La exploración podrá ser
inicial o avanzada e incluye también la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su
factibilidad técnica y el diseño de su
explotación;

제27조 (광업활동의 단계)
이 법의 적용을 위해 광업활동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a) 사전조사: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지
역의 흔적을 수색하는 데 기반을 둔다.
b) 시굴: 존재하는 광물의 내용물, 형질과 같은
광맥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
굴은 광맥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필
요로 한다.
c) 채굴: 광맥의 개발과 준비과정 그리고 광물
의 산출과 수송에 예정된 광업 인력, 작업 전
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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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lotación, que comprende el conjunto
de operaciones, trabajos y labores mineras
destinadas a la preparación y desarrollo del
yacimiento y a la extracción y transporte
de los minerales;
d) Beneficio, que consiste en un conjunto
de prc.e,,s fisicos, químicos y/o metalúrgicos
a los que se someten los minerales
producto de la explotación con el objeto de
elevar el contenido útil o ley de los
mismos;
e) Fundición, que consiste en el proceso de
fusión de minerales, concentrados o precipitados
de éstos, con el objeto de separar el
producto metálico que se desea obtener, de
otros minerales que los acompañan;
f) Refinación, que consiste en el proceso
destinado a convertir los productos metálicos
en metales de alta pureza;
g) Comercialización, que consiste en la
compraventa de minerales o la celebración
de otros contratos que tengan por objeto la
negociación de cualquier producto resultante
de la actividad minera: y,
h) Cierre de Minas, que consiste en el
término de las actividades mineras y el
consiguiente desmantelamiento de las
instalaciones utilizadas en cualquiera de las
fases referidas previamente, si no fueren de
interés público, incluyendo la reparación
ambiental de acuerdo al plan de cierre
debidamente aprobado por la autoridad
ambiental competente. El Estado propenderá
a la industrialización de los minerales
producto de las actividades de explotación,
promocionando la incorporación del valor
agregado con máxima eficiencia, respetando
los límites biofisicos de la naturaleza.
En todas las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está implícita la obligación de la reparación
y remediación ambiental de conformidad a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la ley y sus reglamentos.

d) 선광: 광물을 유용하고 품질이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채굴된 광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e) 주물: 야금과정에서 생산된 농축된 산물 혹
은 각각의 광물질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
처리를 포함한다.
f) 제련: 금속물을 한 단계 순화된 금속으로 변
환시키려는 기술 처리를 말한다.
g) 판매⋅상품화: 광업활동의 결과 생기는 제
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계약의 이행
혹은 광물의 매매를 말한다.
h) 광산폐쇄: 환경당국에 의해 승인된 환경복
원을 포함하여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광산활동의 종료 및 위 단계에서 사용된 시설
의 폐쇄를 말한다.

국가는 시굴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효율적으
로 통합하고 자연의 생물⋅물리학적 한계를 존
중하여 광물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모든 광산활동 단계에서 환경수리와 구제는 에
콰도르 공화국 헌법, 법률, 규정에 의해 내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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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TULO II
DE LOS DERECHOS MINEROS

제2 편
광업권

CAPÍTULO Ⅰ

제1 장

DE LA PROSPECCIÓN

사전조사

Artículo 28. (Libertad de prospección) Toda
persona natural o jurídica, nacional o extranjera,
pública, mixta o privada. comunitarias.
asociativas, familiares y de auto gestión,
excepto las que prohib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y esta ley. tienen la facultad
de prospectar libremente, con el objeto de
buscar sustancias minerales, salvo en áreas
protegidas y las comprendidas dentro de los
límites de concesiones mineras, en zonas urbanas,
centros poblados, zonas arqueológicas, bienes
declarados de utilidad pública y en las Áreas
Mineras Especiales. Cuando sea del caso,
deberán obtenerse los actos administrativos
favorables previos referidos en el artículo
26 de esta ley.

제28조 (사전조사의 자유)
모든 국내외의 개인과 법인은 광물질을 발견할
목적으로 광업권의 한계 안에 있는 지역, 광업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곳, 인구밀집지역, 고고학
구역, 공공자원으로 발표된 지역, 특수광업지역
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실지 조사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이 법의 제26조에 언급된 행정행
동을 득해야 한다.

CAPÍTULO Ⅱ

제2 장

DE LA CONCESIÓN MINERA

광업양허

Artículo 29. (Del remate y subasta pública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mineras)
El Ministerio sectorial convocará a subasta
pública para el otorgamiento de toda concesión
minera metálica. Asimismo, convocará a
remate público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mineras sobre áreas de
concesiones caducadas o que hayan sido
devueltas o revertidas al Estado, en el que
participarán los peticionarios y presentarán sus
respectivas ofertas de conformidad con el
procedimiento que establezca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En la planificación anual y plurianual del
Ministerio Sectorial, deberá obligatoriamente
contener diferenciadamente las áreas susceptibles
de concesionamiento minero metálico para
pequeña minería, minería artesanal y por
otra parte la minería a gran escala.

제29조 (광업권 양도를 위한 경매와 경쟁입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모든 금속광업권 양도를
위해 공개입찰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광업권
이 만료된 구역 혹은 정부에 반환된 지역에 대
한 광업권에 대한 공개입찰도 요청한다. 신청
서는 이 법률의 일반규정의 설립 절차에 따라
그들의 제안을 제시하며 이루어진다.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연간과 다년 계획은 소규
모, 수작업, 대규모 광업에 대한 금속광업권을
위한 자격이 되는 지역의 자세한 목록을 포함
한다.
이 법률과 일반규정에 명시된 절차 및 요구 사
항에 따라 이 범주에 나열된 개인 및 법인만이
소규모 광업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
다.
소규모 광업 범주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 혹은
수작업 광업의 경우 외국기업을 파트너나 주주
로 둘 수 없다.
이 법률의 일반규정은 경매와 경쟁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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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la subasta pública para concesiones de
pequeña minería solo y exclusivamente
podrán participar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se encuentren en esta
categoría de acuerdo a los procedimientos y
requisitos establecidos en esta ley y su
reglamento general.
Las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que se
및 참여 시 요구조건을 설립한다.
encuentren en la categoría de pequeña minería
o mineros artesanales en ningún caso
podrán tener como socios o accionistas a
empresas extranjeras.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establecerá
el procedimiento para el remate y la
subasta, así como los requisitos y condiciones
para su participación en ellos.
Artículo 30. (Concesiones mineras) El
Estado podrá excepcionalmente delegar la
participación en el sector minero a través de
las concesiones. La concesión minera es un
acto administrativo que otorga un título
minero, sobre el cual el titular tiene un
derecho personal, que es transferible previa
la calificación obligatoria de la idoneidad
del cesionario de los derechos mineros por
parte del Ministerio Sectorial, y sobre éste
se podrán establecer prendas, cesiones en
garantía y otras garantías previstas en las
leyes, de acuerdo con las prescripciones y
requisitos contemplados en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La inscripción de la
transferencia del título minero será
autorizada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una vez que reciba la
comunicación de parte del concesionario
informando la cesión de sus derechos
mineros, de acuerdo al procedimiento y los
requisitos establecido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Dicho acto se perfeccionará
con la inscripción en el Registro Minero
previo el pago de un derecho de registro
que corresponderá al uno por ciento del
valor de la transacción.

제30장 (광업권)
국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 광업권은 소유자가 권리를 가지는 채
굴면허권을 양도하는 행정행동이며, 광산부에
의한 광업권 양수인의 필수자격에 앞서 양도될
수 있다. 이 법률과 일반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성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저당, 보장, 담보
를 설정한다.
광업감독실은 영업면허권자의 공식 서한을 인
수하는 시점에 면허권 양도기록을 승인한다.
이를 통해 이 법률의 일반규정을 준수하여 면
허권의 양도를 확인한다. 이러한 행동은 처리
비용의 1%를 등록수수료로 지불함이 광업기록
부에 의해 기록됨으로써 완료된다.
관련 법률 보고서가 검토된 후 국가는 양도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면허권의 양도
를 승인한다.
영구적으로 광물의 연구 및 추출에 할당된 건
축, 시설 및 다른 물체들은 이익과 같이 양도
의 일부로 간주한다.
광업법 소유자의 세금과 기업 소재지는 광업권
이 위치한 지역으로 한다. 여러 지역에 걸쳐
다중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하며, 주요 시굴이나 산업화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한다. 이 의무의 준수는
광업권이 요청되고 광업감독실의 명시적 승인
없이 수정될 수 없을 경우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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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Estado, con los informes legales
correspondientes autorizará la transferencia
del título minero por lo menos luego de
transcurridos dos años de su otorgamiento.
Se consideran accesorios a la concesión las
construcciones, instalaciones y demás objetos
afectados permanentemente a la investigación
y extracción de minerales, así como
también a su beneficio.
El domicilio tributario y societario de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será la región
donde se encuentre la concesión minera, la
mayor superficie de la suma de ellas en el
caso de concesionarios con títulos mineros
en distintas provincias o el principal proyecto
de explotación o industrialización. Esta
obligación deberá acreditarse al momento
de solicitar el otorgamiento de una concesión
minera y no podrá modificarse sin una
autorización expresa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Artículo 31. (Otorgamiento de concesiones
mineras) El Estado otorgará excepcionalmente
concesiones mineras a través de un acto
administrativo a favor de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públicas, mixtas o privadas, comunitarias,
asociativas y de auto gestión, conforme a
las prescripciones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esta ley y su reglamento general.
El título minero sin perder su carácter
personal confiere a su titular el derecho
exclusivo a prospectar, explorar, explotar,
beneficiar, fundir, refinar, comercializar y
enajenar todas las sustancias minerales que
puedan existir y obtenerse en el área de
dicha concesión, haciéndose beneficiario de
los réditos económicos que se obtengan de
dichos procesos, dentro de los límite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normativa y
luego d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tributarias, el concesionario minero solo
puede ejecutar las actividades que le

제31조 (광업권의 양도)
국가는 국내외 공공, 반공공, 민간, 공동체, 파
트너, 혹은 자영의 성격과 상관없이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한 행정행동에 의해 예외적으로 광업
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에콰도르 헌법, 이
법령과 일반규정에 의해 제시된 규항을 준수해
야 한다.
광업권은 면허권자에 광업권 지역에서 존재하
고 획득한 모든 광물의 실지 조사, 시굴, 채굴,
야금, 주물, 제련, 상품화에 대한 독점적인 권
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면허권자는 이 법률
의 제한규정과 세금의무를 준수하는 한 위의
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수혜한다. 광업권자는
이 법률의 제26조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한
후에 광물면허권에 의한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광물매장층이 광산자원과 저장자격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며 광업감독실에 의해 평가되고 가
치화된 후, 광물면허권은 기업과 은행의 주재
로 보장된다.
비광물과 건출자재 광업권의 양도는 공공경매
와 경쟁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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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ere este títulos una vez cumplidos los
requisit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26.
El título minero constituirá un título valor
de acuerdo a las regulaciones que al efecto
dicte la Superintendencia de Compañías y
la Superintendencia de Bancos, una vez que
las reservas mineras contenidas en la
concesión sean debidamente valorizada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n los términos del respectivo Reglamento
de Calificación de Recursos y Reservas
Mineras.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mineras no
metálicas y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no estarán sujetas al remate y subasta
pública referidos en esta Ley, el reglamento
General establecerá el procedimiento para
tal efecto, el mismo que en forma explícita
deberá contener los requerimientos de solvencia
técnica, económica, montos de inversión,
ubicación, área, plazos para el desarrollo de
actividades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beneficio, responsabilidad social, y destino.
El testaferrismo será sancionado de conformidad
al Código Penal vigente.

이 이러한 절차와 기술 및 재정, 지불능력, 투
자금액, 위치, 구역, 시굴 및 채굴활동 개발, 야
금, 사회적 책임과 사용에 관한 조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설정한다. 위증행위는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Artículo 32. (Unidad de medida) Para fines
de aplicación de la presente Ley, la unidad
de medida para el otorgamiento de un
título minero se denominará “hectárea
minera”. Esta unidad de medida, constituye
un volumen de forma piramidal. cuyo
vértice es el centro de la tierra; su límite
exterior es la superficie del suelo y
corresponde
planimétricamente
a
un
cuadrado de cien metros por lado, medido
y orientado de acuerdo con el sistema de
coordenadas UTM de la Proyección
Transversa Mercator, en uso para la Carta
Topográfica Nacional.
Se exceptúa de estas reglas al lado de una
concesión que linde con las fronteras
internacionales, áreas protegidas y/o con
zonas de playa, en cuyo evento se tendrá

제32조 (측정단위)
현행법의 적용을 위해 시굴과 광업권을 위한
측정단위는 헥타르로 정해진다. 이 측정단위는
지구의 중심이 정점인 피라미드 모양의 영역으
로 구성되며, 외관한계는 100m/평방측면의 지
상표면에 해당된다. 이 측정단위는 국가 측량
법규에서 Transversa Mercator 계획의 정방형
시스템에 의한다.
국제국경, 보호구역과 혹은 해변지역에 위치한
광업권은 위에 언급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외관한계는 국경선과 바다 해변이
된다.
광업권은 최소 1헥타르에서 최대 5,000헥타르
까지 자유지역에서 이양된다.
광업권 절차의 양도, 보존, 종료를 위해 요구되
는 모양, 크기에 관한 기술적 측면, 광업권의
최소⋅최대 크기, 방향, 국경, 도표, 비준, 위치
선정, 측정, 토지대장 시스템 외 모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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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límite de la concesión, la línea de
frontera o de las playas de mar, según sea
el caso.
El título minero es susceptible de división
material o acumulación, dentro del límite
de una hectárea minera mínima y cinco mil
hectáreas mineras máximas, por concesión.
Los aspectos técnicos que correspondan a
las formas, dimensiones, relación entre las 이 법률의 일반규정에 의해 제시된다.
dimensiones mínima y máxima de las
concesiones, orientación, delimitaciones, graficaciones,
verificaciones, posicionamientos, mensuras,
sistemas catastrales y los demás que se
requieran para los trámites de otorgamiento,
conservación y extinción de derechos mineros,
constarán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Artículo 33. (Derechos de trámite para
concesión) Los interesados en la obtención
de concesiones mineras pagarán en
concepto de derechos por cada trámite de
solicitud de concesión minera y por una
sola vez, cinco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El valor de este derecho no será
reembolsable y deberá ser depositado en la
forma que se establezca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No se admitirá a trámite solicitud alguna a
la que no se hubiere anexado el respectivo
comprobante de pago.
Los costos que demanden los demás actos
administrativos de rigor, constarán en el
reglamento general a la ley.

제33조 (행정절차 수수료)
광업권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는 각 광업권 신
청에 있어 다섯 개의 통합기본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 번 지불해야 한다. 이 특허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 법률의 일반규정에 따
라 착수금으로 예금된다.
앞선 수수료의 납부영수증이 없을 경우 어떠한
신청서도 받아들여진다.
다른 필요한 행정행동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률의 일반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Artículo 34. (Patente de conservación para
concesión) Hasta, única y exclusivamente, el
mes de marzo de cada año, los
concesionarios mineros pagarán una patente
anual de conservación por cada hectárea
minera, la que comprenderá el año
calendario en curso a la fecha del pago y
se pagará de acuerdo con la escala indicada
en el párrafo siguiente. En ningún caso, ni
por vía administrativa ojudicial,

제34조 (특허권 수수료)
광업권의 소유자는 다음에 명시된 규모에 따라
각 광업 헥타르당 연간 특허보존 수수료를 미
국달러로 매년 3월 전에 미리 지불한다. 어떠
한 행정 및 사법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 특
허 지불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광업권 양도일로부터 첫 시굴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불되는 특허보존 수수
료는 각 광업 헥타르당 통합기본보수의 2.5%
에 상응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고급 시굴과정

51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se otorgará prórroga para el pago de esta
patente.
La patente de conservación desde el
otorgamiento de la concesión hasta el 31 de
diciembre del año en que venza el período
de vigencia de exploración inicial, equivaldrá
al 2,5 por ciento de una remuneración
básica unificada por cada hectárea minera
concesionada. Esta patente de conservación
se aumentará al 5 por ciento de una
remuneración básica unificada por cada
hectárea minera concesionada para el
período de exploración avanzada y el período
de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Durante la etapa de explotación de la
concesión minera, el concesionario deberá
pagar una patente de conservación equivalente
al 10 por ciento de una remuneración
básica unificada por cada hectárea minera
concesionada.
El primer pago del valor de la patente de
conservación deberá efectuarse dentro del
término de treinta días, contados a partir de
la fecha del otorgamiento del título minero
y corresponderá al lapso de tiempo que
transcurra entre la fecha de otorgamiento de
la concesión y el 31 de diciembre de dicho
año.
Se establece una patente anual de
conservación para pequeña minería de dos
(2) dólar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por hectárea minera durante la
fase de exploración inicial. En la fase de
exploración avanzada y de evaluación, de
cuatro (4) dólar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por hectárea minera y en el
período de explotación, por el área declarada
en producción comercial, pagará diez (10)
dólar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por cada hectárea minera.

과 매장량의 경제적 평가기간 동안 통합기본보
수의 5%로 증가하며, 광물광업권의 채굴기간
단계에서 광업권자는 각 광업 헥타르당 통합기
본보수의 10%에 상응해야 한다.
특허보존 수수료의 첫 번째 지불은 광업면허권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 전에 이루어져
야 한다.
소규모 광업에 대한 특허보존 수수료는 시굴기
간 동안 헥타르당 2미국달러, 고급 시굴과정과
매장량의 경제적 평가기간 동안 헥타르당 4미
국달러, 채굴기간 동안 헥타르당 10미국달러이
다.

Artículo 35. (Dimensión de la concesión y 제35조 (광업권의 규모와 잉여)
demasía) Cada concesión minera no podrá 각 광업권은 5,000 광업 헥타르를 초과해서는
exceder de cinco mil hectáreas mineras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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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guas.
Si entre dos o más concesiones mineras
resultare un espacio libre que no llegare a
formar una hectárea minera, tal espacio se
denominará demasía, que podrá concederse
al concesionario colindante que la solicitare.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establecerá
el
procedimiento para la solicitud y el
otorgamiento de las demasías.
Artículo 36. (Plazo y etapas de la
concesión minera) La concesión minera
tendrá un plazo de duración de hasta veinte
y cinco años que podrá ser renovada por
períodos iguales, siempre y cuando se
hubiere presentado petición
escrita del concesionario al Ministerio Sectorial
para tal fin, antes de su vencimiento y se
haya obtenido previamente el informe
favorabl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y del Ministerio del
Ambiente.
En caso de que el Ministerio Sectorial no
dicte la resolución correspondiente dentro
del plazo de 90 días desde la presentación
de la petición indicada anteriormente, se
producirá el silencio administrativo positivo,
en cuyo caso el título minero se renovará
por diez años considerando la renegociación
objetiva del contrato que amerite. El o los
funcionarios que por cuya omisión haya
operado el silencio administrativo serán
responsables administrativa, civil o penalmente.
La concesión minera se dividirá en una
etapa de exploración y una etapa de
explotación. A su vez, en la etapa de exploración
se distinguirán el período de exploración
inicial, el período de exploración avanzada y
el período de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두 광업권 사이에 광업 헥타르를 구성하지 않
는 사용되지 않는 틈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
유지대를 ‘잉여(demasia)’로 정의하고 최초로
요청한 인근 면허권자에 양도되며, 이 법령의
일반규정은 이러한 잉여지역에 대한 요청과 양
도절차를 규정한다.

제36조 (광업권의 조건 및 단계)
광업권은 최대 25년간 지속되며, 기간 만료 전
면허권자가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이를 위해 서
면통지를 보내고 광업감독실과 환경부로부터
긍정적 보고서를 받으면 이 기간은 자동으로
동등한 기간 동안 갱신된다.
위에 언급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관련 결의안을 발
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긍정적 행정 침묵’으
로 간주되어 광업권은 적절한 계약의 객관적
인식 전에 10년간 갱신된다. 이러한 행정 침묵
이 관료의 태만으로 인해 초래된 경우 이 관료
는 모든 행정, 시민, 형사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광업권은 시굴단계와 채굴단계로 분리된다. 시
굴단계는 순차적으로 초기 시굴단계, 고급 시
굴단계, 매장량의 경제적 평가단계로 나눠진다.

Artículo 37. (Etapa de exploración de la 제37조 (광업권의 시굴단계)
concesión minera) Una vez otorgada la 광업권이 양도되면 면허권자는 광업권 지역에
concesión minera, su titular deberá realizar 최대 4년까지 시굴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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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es de exploración en el área de la
concesión por un plazo de hasta cuatro
años, lo que constituirá el período de
exploración inicial.
No obstante, antes del vencimiento de
dicho período de exploración inicial,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derecho a
solicitar al Ministerio Sectorial que se le
conceda otro período de hasta cuatro años
para llevar adel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avanzada, en cuyo caso su solicitud deberá
contener la renuncia expresa a una parte de
la superficie de la extensión total de la
concesión otorgada originalmente.
El Ministerio Sectorial dará curso a esta
solicitud siempre y cuando el concesionario
minero hubiere cumplido con las actividades
e inversiones mínimas en el área de la
concesión minera durante el período de
exploración inicial.
Una vez recibida la solicitud indicada en
los términos referidos anteriormente, el
Ministerio Sectorial dictará una resolución
administrativa declarando el inicio del
período de exploración avanzada. Sin embargo,
en caso de que el Ministerio Sectorial no
dicte la resolución correspondiente en el plazo
de 60 días desde la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se producirá el silencio administrativo
positivo. El o los funcionarios que por cuya
omisión haya operado el silencio administrativo
serán responsables administrativa, civil o
penalmente.
Una vez cumplido el período de exploración
inicial o el período de exploración avanzada,
según sea el caso,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un período de hasta dos años para
realizar la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y solicitar, antes de su vencimiento, el inicio
a la etapa de explotación y la correspondiente
suscripción del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en los términos indicados en esta
ley.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derecho

시굴단계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초기 시굴단
계의 종료에 앞서 광업면허권자는 비재생천연
자원부에 고급 시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4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서는 본연에 양도된 광업권 전체 영역의
일부 부분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포함한다.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업면허권자가 시굴기간
동안 그들의 광업권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활
동과 투자를 준수했을 경우 이 신청서를 승인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가 위에 명시된 조건
에 의해 접수됐을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고
급 시굴기간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정결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비재생천연자원부가 관련 결
의안을 신청서 접수 60일 안에 발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긍정적 행정 침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정 침묵이 관료의 태만으로 인해 초
래된 경우 이 관료는 모든 행정, 시민, 형사절
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초기시굴과 고급 시굴기간의 종료 시 광업면허
권자는 2년간 매장량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며, 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채굴단계의 수행과
이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의한 광업채굴계약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업면허권자는 비재
생천연자원부에 매장량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신청서 승인의 행정 행동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의 기간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광업면허
권자는 매장량의 경제성 평가기간 동안 연간
특허권과 추가 50%를 지불한다.
광업면허권자가 채굴단계의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이 광업권의 종
료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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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licitar al Ministerio Sectorial la extensión
del período de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por un plazo de hasta dos años
contados desde la fecha del acto administrativo
que acoge dicha solicitud, debiendo el
concesionario pagar la patente annual de
conservación para el período de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aumentada en un 50
por ciento.
En caso que el concesionario minero no
solicite dar inicio a la etapa de explotación
en los términos antes indicados, la concesión
minera se declarará extinguida por parte del
Ministerio Sectorial.
Artículo 38. (Presentación de informes de
exploración) Hasta el 31 de marzo de cada
año y durante toda la vigencia de la etapa
de exploración de la concesión minera, el
concesionario deberá presentar al Ministerio
Sectorial un informe anual de actividades e
inversiones en exploración realizadas en el
área de la concesión minera durante el año
anterior y un plan de inversiones para el
año en curso. Estos informes deberán
presentarse debidamente auditado por un
profesional certificado por la Agencia de
Control y Regulación en los términos del
Reglamento de Calificación de Recursos y
Reservas Mineras.
En el caso que el concesionario no cumpla
con el plan de inversiones antes señalado,
podrá evitar la caducidad de su concesión
minera mediante al pago de una compensación
económica equivalente al monto de las
inversiones no realizadas, siempre y cuando
haya realizado inversiones equivalentes al
ochenta por ciento de dichas inversiones
mínimas. El pago de esta compensación
deberá acreditarse en el informe anual de
las actividades e inversiones en exploración
a que se refiere este artículo. Estos valores
se verán reflejados en el balance general y
en las declaraciones al Servicio de Rentas

제38조 (시굴보고서)
면허권자는 비재생천연자원부와 매년 3월 31일
까지, 그리고 광산채굴의 시굴단계 기간동안
광업권 지역에서 전년도에 수행된 시굴활동 및
투자사항과 올해 투자계획에 대한 연간보고서
를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광산자원과 매
장량의 자격 규정조건에 따라 광업감독실의 전
문 인증에 의해 적법하게 감사된다.
면허권자가 위에 명시된 투자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의 시굴은 수행되지 않은 투
자금액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금액의 지불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는 최
소투자금액의 80%에 상응하는 투자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보상금 지불 증
명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시굴활동과 투자에
대한 연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금액
은 재정증명서와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세 반환
에 반영된다.
앞에서 규정된 보상금 지불은 이 조항에서 언
급된 면허권자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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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s.
El pago de la compensación establecida en
el inciso anterior no exime al concesionario
de la obligación de presentar el informe a
que se refiere el presente artículo.
Artículo 39. (Etapa de explotación de la
concesión minera)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derecho a solicitar al Ministerio
Sectorial, durante la vigencia del período de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su
paso a la etapa de explotación y la
consiguiente suscripción del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o del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Según sea el caso, que lo faculte para ejercer
los derechos inherentes a la preparación y
desarrollo del yacimiento, así como también
a la extracción, transporte, beneficio y
comercialización de sus minerales.
Ningún concesionario minero podrá tener
uno o más títulos que en su conjunto sumen
un área superior a cinco mil hectáreas
mineras a partir de la etapa de explotación.
No obstante lo anterior,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establecerá los criterios técnicos
para el establecimiento de áreas de protección
de los proyectos mineros en etapa de
explotación.
La solicitud indicada anteriormente deberá
contener los requisitos mínimos previstos en
esta ley, su reglamento general y a ella se
deberá acompañar un informe debidamente
auditado por un profesional certificado en
los términos del Reglamento respectivo.
Este informe deberá dar cuenta del pago de
los derechos de trámite administrativo y las
patentes de conservación que correspondieren,
así como también de las actividades e
inversiones mínimas en exploración exigidas
por la ley.
El Ministerio Sectorial podrá solicitar al
concesionario minero que en el plazo de
treinta días, amplíe o complemente la

제39조 (광업권의 채굴단계)
채굴면허권자는 매장량의 경제성 평가기간 동
안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채굴기간과 이후의 광
산채굴계약 혹은 광업 서비스 계약의 수행 개
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허권자는
매장량의 준비 및 개발뿐 아니라 해당 광물의
추출, 수송, 야금, 상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광업권자도 채굴 착수단계에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면허권 통합 5,000 광업 헥타르
이상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의 일반규정은 채굴단계에서 광업 프로젝
트의 보호구역 설립을 위한 기술적 비준을 규
정한다.
앞서 언급된 보고서에는 이 법령과 일반규정에
의해 제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광산자원과 매장량의 자격 규
정조건에 따라 광업감독실의 전문 인증에 의해
적법하게 감사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관련 행
정절차 수수료와 특허권 및 법에 의해 요구 된
최소한의 시굴활동과 투자에 관해 설명해야 한
다.
비재생천연자원부는 30일 이내에 광업권 소유
자가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확장 또는 보안
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업권 면허자에 의해 제
공되는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소유권자의 사
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공개되서 안 된다.
위에 명시된 조건으로 보고서를 수령할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채굴단계의 개시를 선언하
는 행정결의문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비재
생천연자원부가 앞서 언급된 보고서의 접수일
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문서의 정보에 대한 확
대 및 보충이 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긍정적 행
정 침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정 침묵이 관
료의 태만으로 인해 초래된 경우 이 관료는 모
든 행정, 시민, 형사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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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ción entregada en su solicitud. La
información entregada por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la categoría de confidencial y
no podrá ser utilizada o revelada a terceros
salvo autorización escrita de su titular. Una
vez recibida la solicitud indicada en los
términos referidos anteriormente, el Ministerio
Sectorial dictará una resolución administrativa
declarando el inicio a la etapa de explotación.
Sin embargo, en caso de que el Ministerio
Sectorial no dicte la resolución correspondiente
en el plazo de 60 días desde la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o 30 días desde la presentación
de los documentos que amplían o complementan
la información entregada, se producirá el
silencio administrativo positivo. El o los
funcionarios que por cuya omisión haya
operado el silencio administrativo serán responsables
administrativa, civil o penalmente. En este
caso el concesionario minero podrá acceder
a la etapa de explotación directamente conforme
al modelo de Contrato referido en el artículo
40 o 41 de esta ley, donde se acordarán los
términos de la relación contractual.
No obstante lo anterior, en caso que como
resultado de la evaluación económica del
yacimiento el concesionario minero decida
no iniciar su construcción y montaje, tendrá
derecho a solicitar, la suspensión del inicio
de la etapa de explotación.
Esta suspensión no podrá durar más de dos
años contados desde la fecha del acto
administrativo que acoge dicha solicitud y
dará derecho al Estado a recibir una
compensación
económica equivalente a una remuneración
básica unificada anual por cada hectárea
minera concesionada, durante el período de
vigencia de la suspensión.
En el caso que el concesionario minero no
solicite dar inicio a la etapa de explotación
o de suspensión en los términos antes
indicados, la concesión minera se extinguirá.

이러한 경우 광업면허권자는 법률의 제40과 제
41조에서 언급된 계약모델에 의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바로 채굴단계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의 경제성 평가 결
과에 의해 광업면허권자가 건설과 조립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채굴단계 개시의 보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보류는 언급된 신청서 승인의
행정행위 날로부터 2년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이 보류기간 동안 국가는 광업권이 인정 된 광
업 헥타르당 연간 기본통합보수값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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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ulo Ⅲ

제3 장

DE LAS MODALIDADES CONTRACTUALES

계약방식

Artículo 40.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El Estado, a través del Ministerio Sectorial,
podrá suscribir un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en los términos y condiciones
establecida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y
las ofrecidas por el prestatario al momento
de la adjudicación.
El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contendrá
tanto la remuneración del prestatario minero
como sus obligaciones en materias de
gestión ambiental, presentación de garantías,
relación con las comunidades y actividades
de cierre parcial o total de la mina. El
modelo de este contrato será aprobado por
e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acuerdo
ministerial.
En este caso. el prestatario no estará obligado
a pagar las regalía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ni los impuestos que deriven
de ganancias extraordinarias.
No obstante lo anterior, el Gobierno destinará
los recursos económicos correspondientes al
3% de las ventas de los minerales explotados,
a proyectos de desarrollo local sustentable,
a través de los gobiernos municipales y
juntas parroquiales y, de ser el caso, a las
instancias de gobiern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para lo cual se establecerá la
normativa respectiva.
En lo demás, el prestatario tendrá los mismos
derechos y obligaciones establecidos en el
caso de los contratos de explotación minera
individualizados en el artículo siguiente.

제40조 (서비스 계약)
국가는 비재생천연자원부를 통해 비재생천연자
원부와 양도기간 동안 원조기관에 의해 제정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광업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광업 서비스 계약은 광업 원조자의 보수, 환경
운용에 관한 그들의 의무사항, 개런티의 제출,
공동체 관계, 광산의 일부 혹은 전체 폐쇄에
관련한 활동에 대해 규정한다. 이 계약의 견본
은 각료의 협정을 통해 광산부에 의해 승인된
다.
이러한 경우 원조자는 이 법률에서 제정된 로
열티와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추출된 광물매출의 3%를
시 정부와 교구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한다. 이는 가능하다면
원주민 공동체 정부기관에도 할당하며, 이를
위해 해당 규정이 발급된다.
다른 문제에 있어 원조자는 다음 조항에 설명
된 광업채굴계약에 의해 제정된 동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rtículo 41.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 En el plazo de seis meses desde la
resolución que declara el inicio de la etapa
de explotación, el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suscribir con el Estado, a través del
Ministerio Sectorial, un Contrato de Explotación

제41조 (광업채굴계약)
채굴단계의 개시를 공표하는 결의문 이후 6개
월 안에 광업면허권자는 국가와 함께 비재생천
연자원부를 통해 광업채굴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광업권의 경계 안에서 획득한 광물의
건설과 조립, 추출, 수송, 상업화에 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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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 que contendrá los términos,
condiciones y plazos para las etapas de
construcción y montaje, extracción, transporte, y
comercialización de los minerales obtenidos
dentro de los límites de la concesión
minera.
El modelo de este contrato será aprobado
por e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acuerdo
ministerial.
Asimismo, los contratos deberán contener
las obligaciones del concesionario minero en
materias de gestión ambiental, presentación
de garantías, relación con las comunidades,
pago de regalías y actividades de cierre
parcial o total de la mina incluyendo el
pago de todos los pasivos ambientales
correspondientes a un período equivalente al
de la concesión.
El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deberá
contener el Precio Base para la aplicación
de la normativa determinada en la legislación
tributaria vigente.
El contrato establecerá el derecho del concesionario
minero a suspender las actividades mineras
sujeto al pago de una compensación
económica a favor del Estado, en el caso
que las condiciones técnicas o de mercado le
impidan cumplir con los plazos establecidos
para cada una de las etapas y actividades
indicadas anteriormente.
El titular de una concesión minera no podrá
realizar labores de explotación sin haber
suscrito previamente el respectivo contrato.
No obstante lo anterior, el concesionario
hará suyos los minerales que eventualmente
obtenga como resultado de los trabajos de
exploración.
En el desarrollo de las actividades propias
de la etapa de explotación, el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cumplir con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y no podrá llevar a cabo
dichas actividades sin la correspondiente
Licencia Ambiental. La resolución de diferencias

을 명시한다.
이 계약의 견본은 광산부에 의해 승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들은 환경운영 문제에
관한 의무사항, 개런티 제출, 공동체 관계, 로
열티 지불, 광산의 일부 혹은 전체 폐쇄에 관
한 활동에 대해 포함하며, 이는 광업권 기간에
상응하여 지불한 모든 환경부채를 포함한다.
광업채굴계약은 현행 세금 법안에 의해 결정된
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본 가격을 포함한다.
계약은 기술적⋅시장적 조건에 의해 면허권자
가 앞서 언급된 단계별 활동에 대한 조건을 준
수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정부에 제출하는 경
제성 보상금 지불에 따라 광업활동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한다.
광업권의 소유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는 채굴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광업권자는 채굴활동의 결과로 획득한
모든 광물을 유지한다.
채굴단계 활동의 개발에 있어 광업 면허권자는
현행 환경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활동을 관련
환경면허권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
약을 통해 발생되는 분쟁은 에콰도르 사법시스
템의 법원과 라틴아메리카 중재기관에 보고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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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controversias que sea materia de estos
contratos sólo podrá someterse a los jueces
de la Función Judicial del Ecuador o de
una instancia de arbitraje en Latinoamérica.
Artículo 42. (Informe semestral de
producción) A partir de la explotación del
yacimiento, los titulares de las concesiones
mineras deberán presentar al Ministerio
Sectorial de manera semestral con
anterioridad al 15 de enero y al 15 de julio
de cada año, informes auditados respecto de
su producción en el semestre calendario
anterior, de acuerdo con las guías técnicas
que prepar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stos informes serán suscritos por el concesionario
minero o su representante legal y por su
asesor técnico, el que deberá acreditar su
calidad de profesional en las ramas de
geología y/o minería. Las auditorías y verificaciones
técnicas de tales informes serán realizadas
por Universidades o Escuelas Politécnicas
que cuenten con Facultades o Escuelas en
Geología, Minas,
Ciencias de la Tierra y/o Ambientales dotadas
de suficiente capacidad técnica para realizar
el informe, evaluación o comprobación; o
profesionales y/o firmas certificado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os costos que demande la intervención de
las entidades que practiquen las evaluaciones
serán de exclusiva cuenta del concesionario.

제42조 (반기 생산보고서)
매장량의 채굴기간 동안 광업권자는 비재생천
연자원부에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전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지난 분기에 대
한 생산보고서이며, 광업감독실의 기술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서는 광업권자(혹은 그들의
법적대리인) 및 기술고문에 의해 진실성과 정
확성이 인증되어야 하며, 기술고문은 지질 및
광산분야에 대한 자신의 전문능력에 대한 증명
을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의 감사와 기술 검증은 대학이나 지질학,
광업, 지구학과 혹은 환경과학 관련 학부 및
학교나 보고서, 평가서, 증명서를 수행할 충분
한 기술적 능력을 지닌 폴리테크닉 교육센터,
혹은 광업감독실에 의해 보증된 교수진이나 기
업에 의해 수행된다.
그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독점적으로 광업권자에 의해 지불된다.

Artículo 43 (Residuos minero) metalúrgicos
( Constituyen residuos minero-metalúrgicos
los desmontes, escombreras, relaves, desechos
y escorias resultantes de las actividades
minero-metalúrgicas. Los residuos minero-metalúrgicos
forman parte accesoria de la concesión,
planta de beneficio o fundición de donde
provienen, aunque se encuentren fuera de
ellas. El titular del derecho minero puede
aprovecharlos libremente.

제43조 (광업, 야금 과정에서의 부산물)
광업, 야금 과정에서의 부산물들은 광업, 야금
과정에서 나오는 빈광(貧鑛), 폐기물 처리장,
찌꺼기를 말한다.
광업, 야금 과정에서의 부산물들은 이들이 생
성되는 야금, 주물 공장 이외의 지역에서 있더
라도 권리에 부차적인 것이다. 광업권 소유자
는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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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44. (Concesión de residuos
abandonados) El derecho a beneficiar,
fundir, refinar o comercializar los residuos
minero-metalúrgicos abandonados se otorga
conjuntamente con los derechos otorgados
al titular de una concesión minera sobre las
demás sustancias minerales que existan
dentro de los límites de la concesión
solicitada, conforme con las prescripciones
de esta ley.
Se consideran abandonados los residuos
minerometalúrgicos:
a) De un título minero extinguido;
b) De una planta de beneficio o fundición
cuya autorización se encuentre vencida o que
hubiere dejado de trabajar por un período
de dos años, salvo fuerza mayor o caso
fortuito comprobados antes del vencimiento
del plazo; y,
c) Cuando no es posible determinar la
propiedad de los mismos. Previo al otorgamiento
de la concesión minera solicitad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deberá
certificar la concurrencia de alguno de los
casos antes referidos.

제44조 (유기된 부산물의 채굴)
광업, 야금 과정에서 유기된 부산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요청된 권리의 한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밖의 광업물질과 함께 광업권 소유
자에게 양도된다.
광업 유기 과정에서의 부산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기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a) 권리가 소멸된 광물
b) 만기 이전 확인된 불가항력 혹은 돌발 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2년 동안 작업이 중지된 야금,
주물공장
c) 그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요청된 광업물질의 양도에 있어 광산 관리⋅규
제부는 위에 언급된 조건 중 하나와 맞는지 증
명해야 한다.

CAPÍTULO IV
DE LAS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Artículo 45. (Autorización para instalación y
operación de plantas) El Ministerio Sectorial
podrá autorizar la instalación y operación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o refinación a
cualquier persona natural o jurídica, nacional o
extranjera, pública, mixta o privada,
comunitarias y de auto gestión, que lo
solicite de conformidad con lo establecido
en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No será requisito ser titular de una concesión
minera para presentar dicha solicitud.
Para la pequeña minería, el Estado autorizará
el funcionamiento de plantas de beneficio

제4 장
선광, 주물, 제련공장

제45조 (공장의 설치와 가동을 위한 허가)
비재생천연자원부는 현행법과 일반규정에 명시
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공공, 반공공, 민간, 공
동체, 자영업과 상관없이 국내외의 개인과 법
인 그 누구라도 선광, 주물, 제련공장의 설치와
가동을 인가한다. 이 신청서는 광업권자가 아
닌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제출된다.
소규모 광업의 경우 국가는 하루 10톤의 설치
용량을 가진 파쇄와 연삭을 위해 세워진 광물
야금공장과 하루 50톤의 설치용량을 가진 파쇄,
연삭, 부유 및 시안화법을 위해 세워진 야금공
장 가동을 인가한다.
선광, 주물, 제련공장의 설치와 가동 인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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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nerales, constituidas exclusivamente por
trituración y molienda, con una capacidad
instalada de 10 toneladas diarias y plantas
de beneficio: que incluyan trituración,
molienda, flotación y/o cianuración con una
capacidad mínima de 50 toneladas diarias.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soliciten
autorización de instalación y operación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o refinación,
deberán contar con la respectiva Licencia
Ambiental, incluso si fuesen concesionarios.
Para obtener la autorización, en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y en el reglamento
general a esta ley se establecerán los requisitos.

청한 개인 및 법인은 그들이 광업권자여도 반
드시 관련 환경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현행 환경법규와 이 법령의 일반규정은 이러한
인가를 얻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rtículo 46. (Derechos del concesionario
minero para la instalación de planta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ueden
instalar y operar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al amparo de sus
concesiones, sin necesidad de solicitar la
autorización prevista en el artículo anterior,
siempre que dichas plantas se destinen a
tratar los minerales de las mismas. El
tratamiento de minerales ajenos a la
concesión
requerirá
la
autorización
respectiva.

제46조 (공장설치를 위한 광업권의 권한)
광업권 소유자들은 앞서 말한 공장이 그 광업
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광물을 처리할 때
는 언제나, 이전 항에서 언급한 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그 권리에 의존해서 야금, 주물, 정
제 공장을 설치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와 관계없는 광물의 처리는 각각의 허가를 필
요로 한다.

Artículo 47. (Informes semestrales) Los
titulares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presentarán informes semestrales
de sus actividades al Ministerio Sectorial,
consignando la información requerida por la
autoridad competente, conjuntamente con un
resumen de las inversiones y trabajos
realizados, la producción obtenida y los
resultados técnicos de la operación.

제47조 (반기 보고서)
야금, 주물, 정제 공장의 소유자는 그들 활동의
분기 보고를 실효를 거둔 작업과 투자, 그리고
사업의 기술적 효과와 획득한 생산물에 대한
간단한 개략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Artículo 48. (Derechos y obligaciones) Los
titulares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gozan de los derechos a que
se refiere el Título III Capítulos 1 y II, y
están sujetos a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establecidas en el Título IV de
esta ley en lo que les fuere aplicable.

제48조 (권리와 의무)
야금, 주물, 정제 공자의 소유자는 제3편의 제1
장, 제2장에 언급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제
4편에 명시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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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ÍTULO V
DE
LA
COMERCIALIZACIÓN
SUSTANCIAS MINERALES

제5 장
DE

광물의 시장출하(상업화)

Artículo 49. (Derecho de libre comercialización)
제49조 (자유로운 상업화의 권리)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ueden
광업권 소유자들은 국내외에서 그들의 생산물
comercializar libremente su producción dentro
을 자유롭게 상업화할 수 있다.
o fuera del país.
Artículo 50. (Licencia de comercialización)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sin
ser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se dediquen
a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o
exportación de sustancias minerales metálicas
o a la exportación de sustancias minerales
no metálicas, deben obtener la licencia
correspondiente en el Ministerio Sectorial,
de conformidad con lo establecido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Igual
licencia deben obtener los concesionarios
mineros que comercien sustancias minerales
metálicas o exporten las no metálicas de
áreas ajenas a sus concesiones.
No requerirán de esta licencia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se dediquen a la
comercialización interna de sustancias
minerales no metálicas, así como los artesanos
de joyerías.

제50조 (상업화 허가)
광업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금속 광물질의 수출
혹은 상업활동 혹은 비금속 광물질의 수출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법 규정에 명시된
것에 따라 비재생천연자원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관계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비금속광물의 수출
혹은 금속 광물의 판매에 종사하는 광업 권 소
유자도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수작업이나 비금속 광물질의 국내 상품화
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이와 같은 허가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rtículo 51. (Duración de la licencia y
renovación) Las licencias de comercialización
que se otorgan a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mencionadas en el artículo
anterior, tienen vigencia por períodos de
tres años, son intransferibles y pueden
renovarse por iguales períodos de acuerdo
con lo previsto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제51조 (허가의 기간과 갱신)
이전 조항에 언급된 개인이나 법인에 양도된
상업화 허가는 3년의 효력을 가지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이 법의 세칙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Artículo 52. (Registro de Comercializadores)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mantendrá
el
Registro
de
Comercializadores de sustancias minerales
metálicas y de exportadores de minerales
metálicos y no metálicos, con la

제52조 (상업화 등록부)
국가광업위원회는 광물질의 수출과 국내 상업
화 활동의 전략적인 통제 그리고 현행법에 명
시된 의무 수행을 환기시키고 인증할 목적으로
비금속과 금속 광물질의 수출자와 금속 광물질
의 상업화 업자의 등록부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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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dad de llevar un control estadístico de
las actividades de comercialización interna
y de la exportación de estas sustancias
minerales, así como de verificar y precautelar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Artículo 53. (Obligación de los comercializadores)
Son obligaciones de los comercializadores
de sustancias minerales legalmente autorizados:
a) Constituirse en agentes de retención
sujetándose a las normas tributarias vigentes;
b) Efectuar declaraciones en forma detallada,
consignando todas las retenciones y deducciones
realizadas; y,
c) Enviar un informe semestral al Ministerio
Sectorial sobre el origen, volumen y valor
de sus compras; destino, volumen y valor
de las ventas; retenciones efectuadas y
cualquier información estadística que fuere
requerida por el Ministerio Sectorial. Dichos
informes serán remitidos en formularios
simplificados que para el efecto elabor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Artículo 54. (Cancelación de la licencia) El
in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señaladas
en el artículo anterior dará lugar a la
cancelación de la licencia de comercialización,
sin perjuicio de las responsabilidades que
correspondan.
Artículo 55. (Comercio clandestino de
sustancias minerales) Se considerará comercio
clandestino de sustancias minerales a:
a)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que
comercien internamente sustancias minerales
metálicas o exporten minerales metálicos o
no metálicos de otras concesiones, sin la
licencia exigida en el articulo 50; y;
b) Los productores mineros que vendan
sustancias minerales metálicas a personas o
entidades no autorizadas para su comercialización.

제53조 (상업화 업자의 의무)
법적으로 인증된 광물질의 상업화 업자들의 의
무는 다음과 같다.
a) 현행 조세 규준에 따르는 원천징수의 대리
인이 된다.
b) 실행된 모든 원천징수와 공제를 명기하는
상세한 신고를 행한다.
c)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주 수입원, 그 크기와
가치, 판매의 경과, 요구되는 전략적인 정보,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해 매달 보고를 한다. 이
러한 보고는 광업감독실에 간략한 서류 형식으
로 보내진다.

제54조 (허가의 취소)
이전 조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에
응당하는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을 때 상업
화 허가 취소가 정당화된다.

제55조 (광물질의 밀무역)
다음과 같은 광물질의 무역은 위법이다.
a) 제50조에서 요구되는 허가 없이 국내에 금
속 광물질을 유통하거나, 혹은 다른 권리를 요
하는 비금속, 금속 광물질을 수출하는 광업권
의 소유자들
b) 상품화를 위해 인증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
체에 금속 광물질을 판매하는 광업 제작자들

Artículo 56. (Explotación ilegal de minerales) 제56조 (광물의 불법채굴)

525

부록 6: 에콰도르 광업법 │

Incurrirán en explotación ilegal de sustancias
minerales quienes realicen las operaciones, 면허권과 관련 법률의 허가 없이 광업활동, 작
trabajos y labores de minería en cualquiera 업 및 노동을 하는 자는 광물질의 불법채굴로
de sus fases sin título alguno para ello o 간주된다.
sin el permiso legal correspondiente.
Artículo 57. (Juzgamiento y sanciones) La
explotación ilegal o el comercio clandestino
de sustancias minerales, calificado por la
autoridad administrativa, será sancionado
con el decomiso de la maquinaria, equipos
y los productos objeto de la ilegalidad y el
cobro de un valor equivalente al total de
los minerales extraídos ilegalmente, sin
perjuicio de las acciones penales que se
deriven de estasinfracciones. Sanciones que
serán aplicadas a todo sujeto minero. Se
garantiza el debido proceso.
Las afectaciones al ambiente y el daño al
ecosistema y biodiversidad producidos a
consecuencia de la explotación ilícita o
invasiones, serán considerados como agravantes
al momento de dictar las resoluciones respecto
del amparo administrativo.

제57조 (제재와 처벌)
행정당국에 의해 위법으로 간주된 채굴과 상업
화는 위법 제품의 몰수, 그리고 그 작업 과정
에서 이용된 기기, 설비, 장치들의 몰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불법채굴 혹은 토지침공에 의한 환경영향과 생
태계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피해는 헌법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되는 행정조치에 관한 결의안
이 발표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TÍTULO III

제3 편

DERECHOS DE LOS TITULARES DE
광업 양허권자의 권리
CONCESIONES MINERAS

CAPÍTULO Ⅰ

제1 장

DE LOS DERECHOS EN GENERAL

권리 일반

Artículo 58. (Continuidad de los trabajos)
Las actividades mineras pueden ser
suspendidas en el caso de internación o cuando
así lo exijan la protección de la salud y vida
de los trabajadores mineros o de las
comunidades ubicadas en un perímetro del
área donde se realiza actividad minera,
según lo disponga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cuando así lo requiera la Defensa Civil o
cuando se verifique el incumplimiento a la
Licencia Ambiental, por parte de la autoridad
ambiental competente. En todo caso, la

제58조 (작업의 지속)
광산활동은 무단침범의 경우나 광업에 종사하
는 이들의 건강과 생활권의 보호를 위해 요청
될 때 중지될 수 있다. 또한 이 법령의 일반규
정에 의해 또는 민법상의 보호가 필요할 때나
환경당국이 환경 라이선스에 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도 중지된다. 광업활동의 중지는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승인된 결의안을 통해서만
실행된다.
정식적인 입증을 받은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
으로 인해 정기적인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
는 광업권자는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 비재생천연자원부에 광업권 보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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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ción de suspensión de actividades
mineras será ordenada exclusivamente, por
el Ministro Sectorial, mediante resolución
motivada.
El concesionario minero que se viere impedido
de ejecutar normalmente sus labores mineras, 할 수 있다.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승인된 결의
por fuerza mayor o caso fortuito debidamente 안을 통해 위의 요청을 승인 혹은 거절한다.
comprobados, podrá solicitar ante el Ministerio
Sectorial, la suspensión del plazo de la
concesión por el período de tiempo que
dure el impedimento. Para dicho efecto, el
Ministerio Sectorial, mediante resolución
motivada, admitirá o negará dicha petición.
Artículo 59. (Construcciones e instalaciones
complementaria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ueden construir e
instalar dentro de su concesión,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depósitos
de acumulación de residuos, edificios,
campamentos, depósitos, duetos. plantas de
bombeo y fuerza motriz, cañerías, talleres,
líneas de transmisión de energía eléctrica,
estanques, sistemas de comunicación,
caminos, líneas férreas y demás sistemas de
transporte local, canales, muelles y otros
medios de embarque, así como realizar
actividades necesarias para el desarrollo de
sus operaciones e instalaciones, sujetándose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a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y a todas las
normas legales correspondientes previo
acuerdo con el dueño del predio superficial
o de haberse otorgado las servidumbres
correspondientes, de acuerdo con lo
establecido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제59조 (추가 건설과 설치)
광업권 소유자는 그 권리에 근거해서 건물, 캠
프, 광상(鑛床), 시추, 동력공장, 파이프, 공작
소, 전력수송선, 탱크, 통신체계, 길, 철길, 그
외 지방 운송체계와 다른 설비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그 소유자는 야금, 주물 정제
공장과 부산물 축적을 위한 광상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수로, 선적용 플랫폼과 부두 또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법 규정을 준수하며, 각
각의 합법적 규준에 맞추어 작업 과정에서 필
요한 활동의 실행이 가능하다.

Artículo 60. (Aprovechamiento del agua y
constitución de servidumbres) La ejecución de
actividades mineras en general y la
autorización para la operación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requieren el
permiso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para

제60조 (수자원 이용과 지역권의 구성)
일반적인 광업활동의 수행과 야금, 주물, 정련
공장의 설치와 작동은 국립수상부로부터 용수
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관할
당국은 수자원을 규정하는 법 절차에 의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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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aprovechamiento económico del agua y
podrán solicitar las servidumbres que fueren
necesarias
de
acuerdo
con
los
procedimientos establecidos en la ley que
regule los recursos hídricos.
Artículo 61. (Autorización para el aprovechamiento
del agua) Los concesionarios mineros que
obtengan el permiso para el aprovechamiento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deberán
presentar ante el Ministerio Sectorial el
estudio técnico que justifique la idoneidad
de los trabajos a realizarse y que han sido
aprobados por la autoridad de aguas
competente.
Las aguas alumbradas durante las labores
mineras podrán ser usadas por el concesionario
minero, previa autorización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con la obligación de descargarlas,
observando los requisitos, límites permisibles
y parámetros técnicos establecidos en la
legislación ambiental aplicable.

제61조 (용수이용의 승인)
국립수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는 비
재생천연자원부에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는 작
업의 질과 기준을 정당화하는 기술연구를 제출
한다. 그들은 광산활동 중에 발견되는 용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수상부의 사
전승인이 필요하다. 이들은 해당 환경법규에
의해 설립된 요구사항, 허용경계 및 기술 기준
에 따라 용수를 배출할 의무가 있다.

CAPÍTULO Ⅱ

제2 장

DE LA INTERNACIÓN, DEL AMPARO
ADMINISTRATIVO, DE LAS INVASIONES EN 무단침입, 행정보호, 광구침범 및 이의신청
ÁREAS MINERAS Y OPOSICIO
Artículo 62. (Denuncia de internación) Se
prohibe a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o a los poseedores de permisos
para realizar minería artesanal internarse
con sus labores en concesión ajena. La
denuncia de internación de trabajos será
presentada ante el Ministerio Sectorial, junto
con el título de concesión y el certificado de
pago de patentes, actualizado. El reglamento
de esta ley determinará el procedimiento
para dicho trámite.

제62조 (침법에 대한 고소)
수작업 광업을 수행하는 광업권자 혹은 허가증
소지자가 자신의 작업으로 인해 다른 이의 광
업권을 침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산활동의
침범에 대한 고소장은 광업권 면허, 특허권 지
불증서와 함께 광산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규정은 언급된 절차를 제정한다.

Artículo 63. (Amparo Administrativo) El
titular de un derecho minero o su poseedor
legal, puede solicitar, a través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que se impida el ejercicio ilegal de
actividades mineras, la ocupación de hecho

제63조 (행정 변호)
광업권의 소유자 혹은 법적 소유자는 광산 관
리⋅규제부를 통해 이 장에서 제공하는 행정
변호 권리에 반하는 광산활동의 불법수행과 강
탈 및 다른 급박한 교란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탄화수소 관리⋅규제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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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ualquier otro acto perturbatorio
inminente, contra el derecho de amparo que
consagra este capítulo
El Estado, a través de la Agencia de 침법에 대한 고소, 강탈, 침입 혹은 그들의 광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otorgará amparo 산활동을 방해하는 다른 장애물이 있을 경우
administrativo a los titulares de derechos 광업권 소유자에게 행정 변호를 허가한다.
mineros ante denuncias de internación, despojo,
invasión o cualquier otra forma de perturbación
que impida el ejercicio de sus actividades
mineras.
Artículo 64. (Orden de abandono y
desaloj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con fundamento en la
resolución que otorga el amparo y a
solicitud del demandante, pronunciará
resolución por la que ordene al ocupante
ilegal abandonar el área objeto de la
demanda de amparo, en el plazo máximo
de tres días, bajo prevención de desalojo en
caso de incumplimiento.
Si a pesar de la prevención anterior, el ocupante
ilegal no abandonare el áre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a solicitud de
parte, expedirá orden de desalojo, cuya ejecución
corresponde a la autoridad de policía
competente de la provincia.
Artículo 65. (Sanción a invasores de áreas
mineras) Los que con el propósito de
obtener
provecho
personal
o
de
terceros,individual o colectivamente, invadan
áreas mineras especiales, concesionadas y
aquellas que tengan permisos artesanales,
atentando contra los derechos del Estado o
de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serán
sancionados con una multa de doscientos
salarios básicos unificados, el decomiso de
herramientas, equipos y producción obtenida,
sin perjuicio de la demanda de amparo y
de las sanciones penales que el caso
requiera.

제64조 (유기 및 퇴거명령)
탄화수소 관리⋅규제부는 고소인의 요청과 행
정변호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해 불법 침입자
가 행정변호의 주제가 된 지역을 최대 3일 이
내에 유기하도록 명령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
을 경우 추방에 대해 경고한다.
불법 침입자가 지역을 유기하지 않을 경우 광
업감독실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당국 관할에 의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다.

제65조 (광업지역 침범에 대한 제재)
자신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
혹은 단체로 특수 혹은 광업권이 승인된 광업
지역 및 수작업 광업이 허가된 지역을 침입하
는 자는 200 통합기초보수만큼의 벌금과, 도구,
장비 및 생산의 몰수가 가해진다.

Artículo 66. (Formulación de oposiciones) 제66조 (항의 광업권)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pueden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가 자신의 광업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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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r oposiciones alegando superposición,
고소를 했다면 중복으로 의의를 제기할 수 있
cuando sobre sus concesiones se presenten
다.
otros pedidos de concesión.

TÍTULO IV
DE LAS OBLIGACIONES DE LOS
TITULARES MINEROS

제5 부
광업 양허권자의 의무

CAPÍTULO Ⅰ
DE LAS OBLIGACIONES EN GENERAL
Artículo 67. (Obligaciones laborales) Las
obligaciones de orden laboral contraídas por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con sus
trabajadores, serán de su exclusiva
responsabilidad y de ninguna manera se
harán extensivas al Estado.
En el caso de los trabajadores vinculados a
la actividad minera, éstos recibirán el 3%
del porcentaje de utilidades y el 12% restante
será pagado al Estado, que lo destinará,
única y exclusivamente, a proyectos de inversión
social en salud, educación y vivienda, a
través de los organismos seccionales del
área donde se encuentra el proyecto minero.
Dichos proyectos deberán estar armonizados
con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 el caso de los trabajadores de la pequeña
minería será del 10% del porcentaje de
utilidades y el 5% restante será pagado al
Estado, que lo destinará, única y exclusivamente,
a proyectos de inversión social en salud,
educación y vivienda, a través de los
organismos seccionales del área donde se
encuentra el proyecto minero. Dichos proyectos
deberán estar armonizados con 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Se prohibe toda forma de precarización
laboral en la actividad minera.
Artículo 68. (Seguridad e higiene minera-industrial)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tienen la
obligación de preservar la salud mental y
fisica y la vida de su personal técnico y de
sus trabajadores, aplicando las normas de

제1 장
의무일반

제67조 (노동의무)
광업권 소유자와 노동자들에 의해 체결된 노동
질서에서의 의무는 배타적인 의무이며, 어떤
경우에도 에콰도르 정부로 확대되지 않는다.
광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익비율
의 3%를 받으며, 나머지 12%는 보건 및 교육
에 대한 사회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단독 및 배
타적으로 국가에 지급된다. 이는 각 계약에 정
의되며, 광산작업이 시행되는 영역에 있는 지
방자치정부를 통해 이뤄진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개발계획과 조화되어야 한다.
소규모 광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
익비율의 10%를 받으며, 나머지 5%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사회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단
독 및 배타적으로 국가에 지급된다. 이는 각
계약에 정의되며, 광산작업이 시행되는 영역에
있는 지방자치정부를 통해 이뤄진다. 이 프로
젝트는 국가개발계획과 조화되어야 한다.
모든 유형의 불안정한 광산운영 취업은 엄격하
게 금지되어 있다.

제68조 (광산업의 보험제도 및 위생)
광업권 소유자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언급된
광산업 관련 보험제도 및 위생규칙들을 적용하
여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지며, 또한 그들에게 위생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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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uridad e higiene minera-industrial previstas
en las disposiciones legales y reglamentarias
pertinentes, dotándoles de servicios de salud
y atención permanente, además, de condiciones
higiénicas y cómodas de habitación en los
campamentos estables de trabajo, según
planos y especificaciones aprobados por la
과 일터에서의 안정된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y
이 모든 것은 국가광업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el Ministerio de Trabajo y Empleo. Los
구체화된 계획이어야 한다.
concesionari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tener aprobado y en vigencia un Reglamento
interno de Salud Ocupacional y Seguridad
Minera, sujetándose a las disposiciones al
Reglamento de Seguridad Minera y demás
Reglamentos pertinentes que para el efecto
dictaren las instituciones correspondientes.
Artículo 69. (Prohibición de trabajo infantil)
Se prohibe el trabajo de niños, niñas o
adolescentes a cualquier título en toda
actividad minera, de conformidad a lo que
estipula el numeral 2 del artículo 46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La
inobservancia a esta disposición será
considerada infracción grave y se sancionará
por primera y única vez con multa señalada
en el reglamento de esta ley; y, en caso de
reincidencia,
el
Ministerio
Sectorial
declarará la caducidad de la concesión, la
terminación del contrato o de los permisos
artesanales. Para el caso del trabajo de
mujeres, recibirán un tratamiento especial de
conformidad al reglamento de esta ley.
Artículo 70. (Resarcimiento de daños y
perjuicio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y
permis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ejecutar
sus labores con métodos y técnicas que
minimicen los daños al suelo, al medio
ambiente, al patrimonio natural o cultural, a las
concesiones colindantes, a terceros y, en todo
caso, a resarcir cualquier daño o perjuicio
que causen en la realización de sus
trabajos.

제69조 (미성년 노동의 금지)
아동 혹은 미성년 노동은 에콰도르 헌법 제46
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유형의 취업이든지 엄격
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비준수는
심각한 위법사항으로 간주되며, 이 법률에 의
해 규정된 벌금이 한 차례 부과된다. 위법행위
가 반복될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업권의
종료 및 계약과 수작업 허가증의 해지를 발표
한다. 여성노동의 경우 이 법률에 따라 특별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피해에 대한 보상)
광업권 소유자는 지하 및 인접 허가지역으로의
접근 시 고통을 최소화할 모든 방도와 기술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에서 초래되는 모든 신체적⋅정
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방도와 기술에 대한 반복된 내용
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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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nobservancia de los métodos y técnicas
a que se refiere el inciso anterior se considerará
como causal de suspensión de las actividades
mineras; además de las sanciones correspondientes.
Artículo 71. (Conservación de hitos
demarcatorio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y permisos tienen la obligación de
conservar los hitos demarcatorios, bajo
sanción de multa que será establecida por
el Ministerio Sectorial de acuerdo a las
normas contenida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presente ley.
Artículo 72. (Alteración de hitos demarcatorio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y
permisos no pueden alterar o trasladar los
hitos emarcatorios de los límites de sus
concesiones, so pena de pagar una multa de
100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que
será impuesta por el Ministerio Sectorial de
acuerdo a las normas contenida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presente ley y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penal que
corresponda si hubieran procedido maliciosamente,
conforme lo dispone el Código Penal, cuya
sanción se impondrá también a quien derribe,
altere o traslade hitos demarcatorios de
concesiones mineras.
Artículo 73. (Mantenimiento y acceso a
registro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se
encuentran obligados a: a) Mantener registros
contables, financieros, técnicos, de empleo,
datos estadísticos de producción, de avance
de trabajo, consumo de materiales, energía,
agua y otros que reflejen adecuadamente el
desarrollo de sus operaciones; y, b) Facilitar
el acceso de funcionarios debidamente autorizado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y sus entidades
adscritas a los libros y registros referidos
en el literal anterior, a efecto de evaluar la
actividad minera realizada. Una vez que
esta información sea entregada al Ministerio
Sectorial, tendrá el carácter de pública en el

제71조 (구획표의 보존)
광업권자는 구획표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지역 광업위원회에서 제정된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법의 일반규정에 명시된다.

제72조 (구획의 변경)
광업권자는 허가상의 한계를 넘어 구획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지역 광업위원회에 의
해 100 통합기본보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
진다. 악의에 의한 것일 경우, 상응하는 형법적
책임의 손해가 없으면 형법이 규정하는 대로
광업권 구획표의 손괴 변경 혹은 이전을 한 자
를 처벌한다.

제73조 (목록의 유지)
광업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회계, 재정, 기술사항, 고용, 생산 통계자료,
노동향상, 자재와 에너지 소비, 기타 광산의 발
전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 국가광업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관료들이 책
자와 위에서 언급된 기록에 쉽게 접근하여 시
행된 광업활동을 평가하기 용이하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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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que establece la normativa vigente.
Artículo 74. (Inspección de instalacione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permitir la inspección de sus instalaciones
u
operaciones,
a
los
funcionarios
debidamente autorizados por parte de los
Ministerios Sectorial y del Ambiente y sus
entidades adscritas. Dichas inspecciones no
podrán interferir en ningún caso el normal
desarrollo de los trabajos mineros. De no
permitir la inspección u obstaculizar la
misma, la persona que ejerza las funciones
competentes, deberá informar al Ministerio
Sectorial de la respectiva jurisdicción, el cual
podrá suspender las actividades mineras.

제74조 (시설 조사)
광업권자는 시설과 채광 시행에 대한 국가광업
위원회 위임 관료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광산노동의 일반적 발전
을 저해할 수 없다.

Artículo 75. (Empleo de personal nacional)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emplear personal ecuatoriano en una
proporción no menor del 80% para el
desarrollo de sus operaciones mineras. En
el porcentaje restante se preferirá al personal
técnico especializado ecuatoriano, de no
existir se contratará personal extranjero, el
cual deberá cumplir con la legislación
ecuatoriana vigente.

제75조 (자국민의 고용)
광업권자는 에콰도르 국민을 광산업 발전을 위
해 최소한 80%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머
지 20%의 경우 에콰도르 전문가가 선호되지만,
고용가능한 인력이 없을 경우 외국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Artículo 76. (Capacitación de personal)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mantener
procesos
y
programas
permanentes de entrenamiento y capacitación
para su personal a todo nivel. Dichos
programas
deben
ser
comunicados
periódicamente al Ministerio Sectorial.

제76조 (직원연수)
광업권자는 레벨에 맞게 사원의 훈련과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
기적으로 비재생천연자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Artículo 77. (Apoyo al empleo local y
formación de técnicos y profesionales) Los
concesionarios
mineros
preferentemente
contratarán trabajadores residentes en las
localidades y zonas aledañas a sus proyectos
mineros y mantendrán una política de recursos
humanos y bienestar social que integren a las
familias de los trabajadores. Asimismo, en
sus planes de operación y en coordinación

제77조 (기술자 및 전문가의 현지고용 및 교육
지원)
광업권자는 해당 광업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인
근 지역의 현지인들의 고용을 선호하며, 인적
자원과 그들 가족의 사회복지정책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업감독실과 연계를 통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광업권자는 광산업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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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os concesionarios mineros acogerán
en sus labores mineras a estudiantes de
학력자를 수용하여 광산업 분야의 연수와 유사
segundo y tercer nivel de educación para
한 훈련을 돕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que realicen prácticas y pasantías en el
다.
campo de la minería y disciplinas afines,
proporcionándoles las facilidades que fueren
necesarias.

CAPÍTULO Ⅱ

제2 장

DE LA PRESERVACIÓN DEL MEDIO
환경보호
AMBIENTE
Artículo 78.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y
Auditorías Ambientale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y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previamente a la
iniciación de las actividades mineras en todas
sus fases, de conformidad a lo determinado
en el inciso siguiente, deberán efectuar y
presentar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en
la fase de exploración inicial,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definitivos y planes de
manejo ambiental en la fase de exploración
avanzada y subsiguientes, para prevenir, mitigar,
controlar y reparar los impactos ambientales
y sociales derivados de sus actividades,
estudios que deberán ser aprobados por el
Ministerio del Ambiente, con el otorgamiento
de la respectiva Licencia Ambiental. No
podrán ejecutarse actividades mineras de
exploración inicial, avanzada, explotación,
beneficio, fundición, refinación y cierre de
minas que no cuenten con la respectiva Licencia
Ambiental otorgada por el Ministerio del
ramo. Para el procedimiento de presentación
y calificación de los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y planes de manejo ambiental y
otorgamiento de licencias ambientales, los
límites permisibles y parámetros técnicos
exigibles serán aquellos establecidos en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Todas las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y sus informes
ambientales aprobatorios requieren de la

제78조 (환경영향평가)
광업권자, 수익, 주조나 정련시설 소유자는 환
경적 영향의 예견, 완화, 조정, 재건 및 보상을
위해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환경유지계획
을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환경청의 허
가 및 관련 환경 라이선스를 허가 받아야 한다.
해당 환경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광산
은 시굴, 채굴, 선광, 주물, 제련 혹은 광산의
폐쇄 등 어떠한 형태의 광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신고절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환경
관리계획의 승인 및 환경 라이선스의 부여에
필요한 허용한도 및 기술표준은 현행 환경 법
률에 의해 규정된다.
모든 단계의 광산작업 및 승인 신청이 필요한
환경보고서는 현행 환경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설정된 경제적 개런티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경관리계획 및 환
경감사를 위한 참고 약관과 경쟁입찰은 환경부
혹은 기타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민
간기관에 양도되지 않는다.
이러한 참고 약관과 경쟁입찰에 있어 환경부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광업권자가 지불한다.
광산권 보유자는 매년 환경감사를 제출할 의무
가 있으며, 이는 기관이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
부를 감시, 감독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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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ción de garantías económicas determinadas
en la normativa ambiental legal y reglamentaria
vigente. Los términos de referencia y los
concursos para la elaboración de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planes de
manejo ambiental y auditorías ambientales
deberán ser elaborados, obligatoriamente por
el Ministerio del Ambiente y otras instituciones
públicas competentes, estas atribuciones son
indelegables a instituciones privadas. Los
gastos en los que el ministerio del ambiente
incurra por estos términos de referencia y
concursos serán asumidos por el concesionario.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están
obligados a presentar una auditoría ambiental
anual que permita a la entidad de control
monitorear, vigilar y verificar el cumplimiento
de los planes de manejo ambiental.
Artículo 79. (Tratamiento de agua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y mineros
artesanales que, previa autorización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utilicen aguas
para sus trabajos y procesos, deben
devolverlas al cauce original del río o a la
cuenca del lago o laguna de donde fueron
tomadas, libres de contaminación o
cumpliendo
los
límites
permisibles
establecidos en la normativa ambiental y del
agua vigentes, con el fin que no se afecte a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y de la
naturaleza reconocidos constitucionalmente. El
tratamiento a darse a las aguas para
garantizar su calidad y la observancia de los
parámetros de calidad ambiental correspondientes,
deberá preverse en el respectivo sistema de
manejo ambiental, con observancia de lo
previsto en las leyes pertinentes y sus
reglamentos. La reutilización del agua, a
través de sistemas de recirculación les una
obligación permanente de los concesionarios.
El incumplimiento de esta disposición
ocasionará sanciones que pueden llegar a la
caducidad de la concesión o permiso

제79조 (하수처리)
광산권 소유자들은 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한
물을 취한 원래의 강이나 호수 유역에 돌려보
내야 하며, 동식물의 생태나 인간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수의 품질과 관련 환경기준의 관찰을 보장하
기 위해 하수처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
정에 따라 환경관리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다.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수를 재사용하는 것
은 광업권자들의 지속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규정의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며,
광업권과 면허권의 종료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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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80. (Revegetación y Reforestación)
Si la actividad minera requiere de trabajos
a que obliguen al retiro de la capa vegetal
y la tala de árboles, será obligación del
titular del derecho minero proceder a la
revegetación y reforestación de dicha zona
preferentemente
con
especies
nativas,
conforme lo establecido en la normativa
ambiental y al plan de manejo ambiental.

제80조 (재삼림화와 재녹화)
광산활동이 통로 개척이나 수목의 벌채가 필수
적인 경우 그 광산소유주는 그 지역의 원래 수
목 종으로 재삼림화하여야 한다.

Artículo 81 (Acumulación de residuos y
prohibición de descargas de desecho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y mineros artesanales,
para acumular residuos minerometalúrgicos
deben tomar estrictas precauciones que eviten
la contaminación del suelo, agua, aire y/o
biota de los lugares donde estos se depositen,
en todas sus fases incluyendo la etapa de
cierre, construyendo instalaciones como
escombreras, rellenos de desechos, depósitos
de relaves o represas u otras infraestructuras
técnicamente diseñadas y construidas que
garanticen un manejo seguro y a largo
plazo. Se prohibe la descarga de desechos
de escombros, relaves u otros desechos no
tratados, provenientes de cualquier actividad
minera, hacia los ríos, quebradas, lagunas u
otros sitios donde se presenten riesgos de
contaminación. El incumplimiento de esta
disposición ocasionará sanciones que pueden
llegar a la caducidad de la concesión o
permiso.

제81조 (부산물의 처리와 금지 폐기물의 배출)
소유주들이 광산 부산물을 축적함에 있어, 기
술자들은 필요한 처리장이나 댐을 건설하여 지
역 토지의 오염에 대비한 철저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광업작업으로부터 강, 시냇물, 호수 및 기타지
역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파편, 잔해, 환원
물 및 다른 폐기물의 배출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며,
광업권과 면허권의 종료를 초래할 수 있다.

Artículo 82. (Conservación de la flora y
fauna) Los estudios de impacto ambiental y
los planes de manejo ambiental, deberán
contener información acerca de las especies
de flora y fauna existentes en la zona, así
como realizar los estudios de monitoreo y
las respectivas medidas de mitigación de
impactos en ellas.

제82조 (동식물의 보호)
허가권 내에 과학적⋅경제적으로 중요한 동식
물이 서식할 경우에는 그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rtículo 83. (Manejo de desechos) El 제83조 (폐기물의 처리)
manejo de desechos y residuos sólidos, 광산활동 한정지역 내에서 유발되는 고체, 액
líquidos y emisiones gaseosas que la 체, 가스 방출 등의 폐기물은 현행 헌법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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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dad minera produzca dentro de los
límites del territorio nacional, deberá
경 법률을 준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cumplir con lo establecido en la Constitución
y en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Artículo 84. (Protección del ecosistema) Las
actividades mineras en todas sus fases,
contarán con medidas de protección del
ecosistema, sujetándose a lo previsto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iy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Artículo 85. (Cierre de Operaciones Minera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deberán incluir en sus programas anuales de
actividades referentes al p1án de manejo
ambiental, información de las inversiones y
actividades para el cierre o abandono
parcial o total de operaciones y para la
rehabilitación del área afectada por las
actividades
mineras
de
explotación,
beneficio, fundición o refinación. Asimismo,
en un plazo no inferior a dos” años previo
al cierre o abandono total de operaciones
para las actividades mineras de explotación,
beneficio,
fundicióno
refinación,
el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presentar ante
el Ministerio del Ambiente, para su
aprobación, un PIán de Cierre de Operaciones
que incluya la recuperación del sector o área,
un plan de verificación de su cumplimiento,
los impactos sociales y su plan de compensación
y las garantías indicadas en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así corno, un plan de
incorporación a nuevas formas de desarrollo
económico.
Artículo 86. (Daños ambientales) Para todos
los efectos legales derivados de la
aplicación de las disposiciones del presente
artículo y de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la autoridad legal es el Ministerio del
Ambiente. Para los delitos ambientales,
contra el patrimonio cultural y daños a
terceros se estará a lo establecido en la

제84조 (생태계의 보존)
모든 단계의 광업활동는 환경오염을 피하는 생
태계보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앞
서 언급된 현행 국가법과 환경 법률을 준수한
다.

제85조 (광업운영의 폐쇄)
광업권자는 환경운영계획이라 불리는 연간 활
동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작업의 전
체 혹은 일부의 폐쇄 또는 포기, 채굴, 야금,
주물, 제련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은 지역의 재
활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굴, 야금, 주물, 제련 활동
을 위한 작업의 폐쇄와 전체 포기 2년 전에 광
업권자는 환경부의 승인 아래 운영계획의 폐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현행 환경 법률이 요
구한 개런티와 해당 지역에 경제개발의 새로운
계획과 더불어, 분야와 지역의 복구, 법의 준수
여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계획을 포함
한다.

제86조 (환경피해)
이 조항 규정의 적용과 현행 환경법규의 모든
법적 효과에 있어 현직 법적 당국은 환경부이다.
환경 또는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헌법, 민사 및 형사 법
규에 의해 판단된다.
이 장에 포함된 의무의 침해는 민사 및 형사
조치에 상관없이 비재생천연자원부가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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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 y
en la normativa civil y penal vigente. El
in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contenidas
en este Capítulo, dará lugar a las sanciones
administrativas al titular de derechos
mineros y poseedor de permisos respectivos
por parte del Ministerio Sectorial, sin
perjuicio de las acciones civiles y penales a
que
diere
lugar.
Las
sanciones
administrativas podrán incluir la suspensión
de las actividades mineras que forman parte
de dicha operación o la caducidad. El
procedimiento y los requisitos para la
aplicación de dichas sanciones estarán contenido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광업권자와 면허권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초래
한다.
언급된 제재의 적용을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이 법의 일반규정에 명시된다.

CAPÍTULO Ⅲ

제3 장

DE LA GESTION SOCIAL Y
PARTICIPACION DE LA COMUNIDAD

지역사회의 관리 및 참여

Artículo 87. (Derecho a la información,
participación y consulta) El Estado, es
responsable de ejecutar los procesos de
participación y consulta social a través de
las instituciones públicas que correspondan
de acuerdo a los principios constitucionales
y a la normativa vigente. Dicha
competencia es indelegable a cualquier
instancia privada. Estos procesos tendrán
por objeto promover el desarrollo sustentable
de la actividad minera, precautelando el
racional aprovechamiento del recurso minero,
el respeto del ambiente, la participación
social en materia ambiental y el desarrollo
de las localidades ubicadas en las áreas de
influencia de un proyecto minero. En el
caso que de un proceso de consulta resulte
una oposición mayoritaria de la comunidad
respectiva, la decisión de desarrollar el
proyecto será adoptada por resolución motivada
del Ministro Sectorial. Todo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respetar el derecho de las
personas al acceso a los procesos de
información, participación y consulta en la

제87조 (정보권, 참여권, 자문권)
국가는 현행 헌법 원칙과 법률을 준수하며, 공
공기간을 통해 참여 절차와 사회 상담을 수행
할 책임이 있다. 언급된 책임은 민간기간에 양
도할 수 없다.
이러한 절차의 목적은 광산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광산자원의 이성적인 사용을
보호하며, 환경문제와 광산 프로젝트의 영향권
에 있는 마을의 발전에 대한 환경, 사회적 참
여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담 결과가 관련 공동체 대다수의 반대에 부
딪칠 경우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의사결정은 비
재생천연자원부에 의해 입증된 해결책을 수용
한다.
광업권자들은 모든 국민이 채굴작업 환경관리
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참여와 상담절차에 대
한 접근권을 존중한다.
상담절차를 위해 재정부는 비재생천연자원부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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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ión ambiental de las actividades mineras.
Para todo proceso de consulta, el ministerio
de finanzas, proporcionará el respectivo
presupuesto a través del ministerio sectorial.
Artículo 88. (Procesos de Información) A
partir del otorgamiento de una concesión
minera y durante todas las etapas de ésta,
el concesionario, a través del Estado,
deberá informar adecuadamente a las
autoridades competentes,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dos, comunidades y entidades que
representen intereses sociales, ambientales o
gremiales, acerca de los posibles impactos,
tanto positivos como negativos de la
actividad minera. La autoridad ambiental
deberá dar libre acceso a los estudios
ambientales
y
sociales,
formalmente
solicitados, así como también a los
informes y resoluciones técnicas emitidas
por autoridad competente. en la forma
como lo determina la Ley.

제88조 (보고 절차)
광업권이 양도되는 시점부터 모든 광업 단계
동안 광업권자는 정부를 통해 관할당국, 지방
자치 정부, 공동체, 사회, 환경 혹은 노동이득
을 대변하는 기관에 광업활동의 가능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환경당국은 환경과 사회에 관한 서면연구 및
기술보고서와 관할당국에 의해 발표된 결의안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Artículo 89. (Procesos de Participación y
Consulta) La participación ciudadana es un
proceso que tiene como finalidad considerar
e incorporar los criterios de la comunidad a
la gestión social y ambiental de un proyecto
minero, dicho proceso deberá llevarse a
cabo en todas las fases de la actividad
minera, en el marco de los procedimientos
y mecanismos establecidos en la Constitución
y la ley.

제89조 (참여와 상담절차)
시민참여는 광업 프로젝트의 사회, 환경 운영
에 관하여 공동체의 기준을 고려하기 위한 절
차이다. 이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공된
절차와 매커니즘에 의해 광업운영의 모든 단계
에서 실시된다.

Artículo 90. (Procedimiento Especial de
Consulta a los Pueblos) Los procesos de
participación ciudadana o consulta deberán
considerar
un
procedimiento
especial
obligatorio a las comunidades, pueblos y
nacionalidades, partiendo del principio de
legitimidad y representatividad, a través de
sus instituciones, para aquellos casos en que
la exploración o la explotación minera se
lleve a cabo en sus tierras y territorios
ancestrales y cuando dichas labores puedan

제90조 (지역주민과의 특별상담)
시민참여와 상담절차는 공동체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의무절차를 특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합법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헌
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광업 시굴과 채굴이
지역 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토지와 구역
에서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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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ectar sus intereses.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398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Artículo 91. (Denuncias de Amenazas o
Daños Sociales y Ambientales) Existirá acción
popular para denunciar las actividades
mineras que generen impactos sociales,
culturales o ambientales, las que podrán ser
denunciadas por cualquier persona natural o
jurídica ante el Ministerio del Ambiente,
previo al cumplimiento de los requisitos y
formalidades propias de una denuncia, tales
como el reconocimiento de firma y rúbrica. El
Ministerio del Ambiente adoptará las medidas
oportunas que eviten los daños ambientales
cuando exista certidumbre científica de los
mismos, resultantes de las actividades
mineras. En caso de duda sobre el daño
ambiental resultante de alguna acción u
omisión, el Ministerio del Ambiente en
coordinación con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adoptará medidas protectoras
eficaces y oportunas, las que en forma
simultánea y en la misma providencia
ordenará la práctica de acciones mediante
las cuales se compruebe el daño.

제91조 (사회 환경 위협 혹은 피해에 대한 진
정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광
업활동은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해 비재생천연자
원부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대상이 된다. 이 진
정서는 서명 확인 등 적절한 사전 요구사항 및
절차를 준수한다.
환경부는 광산활동이라는 발생의 과학적 확실
성이 있을 경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
시에 조치를 취한다.
특정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의심
되는 경우, 환경부는 광업감독실과 협력하여
피해입증 작업과 함께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CAPÍTULO IV
DEL PAGO DE REGALÍAS
Artículo 92. (Regalías a la Actividad
Minera) El Estado, en cuanto propietario de
los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tendrá
derecho a recibir el pago de una regalía de
parte de los concesionarios mineros que
realizan labores de explotación, en
consideración a lo dispuesto en este
Capítulo. Las regalías pagadas por los
concesionarios se establecerán con base a un
porcentaje sobre la venta del mineral
principal y de los minerales secundarios y
serán pagadas semestralmente en los meses
de marzo y septiembre de cada año. Los
montos por concepto de regalías deberán

제4 장
로열티 납부

제92조 (광업활동 로열티)
비재생성 천연자원의 소유자인 국가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채굴작업을 수행하는 광업권자로
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광업권자에 의해 지불되는 로열티는 기본 및
보조광물 판매비율에 따라 측정되며, 매년 3월
과 9월 반기로 지불된다. 내부수익과 함께 제
출되는 생산과 세금 반환에 대한 반기보고서는
이러한 로열티의 지불금액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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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r debidamente reflejados en los informes
semestrales de producción y en las declaraciones
presentadas al Servicio de Rentas Internas.
Artículo 93. (Regalías a la explotación de
minerales) Los beneficios económicos para
el Estado estarán sujetos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408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es. decir, que el Estado participará
en los beneficios del aprovechamiento de
estos recursos en un monto no menor a los
del concesionario que los explota. Para este
efecto el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pagar
una regalía equivalente a un porcentaje
sobre la venta del mineral principal y los
minerales secundarios, no menor al 5%
sobre las ventas, adicional al pago
correspondiente del 25% del impuesto a la
renta, del 12% de las utilidades
determinadas en esta Ley, del 70% del
impuesto sobre los ingresos extraordinarios
y del 12%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determinado en la normativa tributaria
vigente. La evasión del pago de regalías,
será causal de caducidad, sin perjuicio de
los efectos civiles y penales a que diere
lugar. El 60% de la regalía será destinado
para proyectos productivos y de desarrollo
local sustentable a través de los gobiernos
municipales, juntas parroquiales y, cuando
el caso amerite, el 50% de este porcentaje
a las instancias de gobiern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y/o circunscripciones
territoriales. Estos recursos serán distribuidos
priorizando las necesidades de las comunidades
que se encuentran en áreas de influencia afectadas
directamente por la actividad minera.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de pequeña
minería, pagarán por concepto de regalías,
el 3% de las ventas del mineral principal y
los minerales secundarios, tomando como
referencia los estándares del mercado internacional.
El porcentaje de regalía para la explotación
de minerales no metálicos se calculará con

제93조 (광업채굴 로열티)
정부의 수익은 헌법 제408조에 따라 결정된다.
광업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국가의 이익은
이를 채굴하는 광업권자보다 많아야 한다.
광업권자는 기본 및 보조광물 판매비율에 상응
하는 로열티를 지불한다. 소득세 25%, 해당계
약 이익의 12%, 초과이윤의 70%, 현행 세법
에 의해 결정된 부가가치세의 12%와 더불어,
이러한 로열티는 판매의 5% 이하가 되선 안
된다.
로열티 지불 회피는 민형사법과 상관없이 계약
종료의 원인이 된다.
60%의 로열티는 지역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개
발 프로젝트에 배당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
부와 교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가능하다면
로열티의 50%는 원주민 공동체 혹은 행정구역
에 배당된다. 이 기금은 관련 광산활동에 직접
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배분된다.
소규모 광업권자는 국제시장 기준에 따라 기본
및 보조광물 판매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비금속 광물의 채굴에 대한 로열티 비율은 생
산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과 광업채굴계약은 로열티 지불
적용과 이의 배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매
개변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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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a los costos de producción. El Reglamento
de esta ley y el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establecerán los parámetros para la aplicación
del pago de regalías, así como también los
requisitos para su distribución.

TÍTULO V

제5 편

DE LAS RELACIONES DE LOS TITULARES
광업 양허권자간의 관계 및 광업 양허권자와
DE DERECHOS MINEROS ENTRE SÍ Y
토지소유자 간의 관계
CON LOS PROPIETARIOS DEL SUELO

CAPÍTULO Ⅰ

제1 장

DE LOS PERMISOS Y OPERACIONES
출입허가 및 긴급작업
DE EMERGENCIA
Artículo 94. (Permiso a colindantes)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los
titulares de los predios y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permitirán
a los propietarios de los predios colindantes
o a los titulares colindantes el ingreso a
sus instalaciones, galerías o socavones, en lps
siguientes circunstancias: a) Cuando exista
fundado peligro de que los trabajos que se
realizan puedan generar algún daño al
minero colindante; b) Cuando los derrumbes
o deterioros en las galerías, socavones y
demás instalaciones pudieran ser reparados
más fácil y oportunamente desde los
socavones, galerías o instalaciones vecinos,
aunque se tuviera que abrir comunicaciones
temporales. En todo caso, los costos correrán
por cuenta exclusiva del beneficiario; y, c)
Cuando exista sospecha de internación. Si
este permiso fuere denegado, el interesado
podrá acudir al Ministerio Sectorial para
obtenerlo.
Artículo 95. (Daños por acumulación de
aguas) Cuando los daños y perjuicios
ocasionados, provengan de la acumulación de
aguas utilizadas en las labores mineras de
una concesión vecina o colindante, el
perjudicado requerirá por escrito al que
causó el daño para que, en el plazo
máximo de 48 horas proceda a su desagüe

제94조 (부속허가) 광산개발권자 및 수익, 주
조, 정련시설 소유자는 부속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시설물, 갱도, 지하도 출입을
허가한다.
a) 인접 광산에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b) 갱도나 지하도 기타 시설의 붕괴나 손실 등
이 지하도나 갱도 혹은 인접 시설에서부터 용
이하게 보수될 수 있는 때, 일시적인 의사소통
을 개통한 경우에 한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비
용은 수익자에게 부담된다.
c) 도굴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요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자는 지방 광산위
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 (물의 축적에 따른 손실)
초래된 손실이 인접 광산권에서 초래된 것일
때는 피해자가 피해를 초래한 자에게 서면으로
48시간 내에 완벽한 배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배수 비용은 손실 초래자에게 귀속되며, 피해
자는 보상권을 통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방 광업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여 이
조항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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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in perjuicio de las indemnizaciones
por los daños ocasionados. El costo de la
operación de desagüe correrá por cuenta
exclusiva del causante del daño, pudiendo
el perjudicado cubrir los gastos, con
derecho a resarcimiento. El perjudicado
debe acudir ante el Ministerio Sectorial, a
fin de lograr el cumplimiento de lo establecido
en este artículo, así como también informar
sobre el particular a la Secretaría Nacional
de Agua.
Artículo 96. (Aprovechamiento de aguas
subterráneas en concesiones vecina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pueden
aprovechar las aguas subterráneas alumbradas
en su concesión minera o en una colindante,
una vez que el que las alumbró haya
dejado de servirse de ellas,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la ley que regula el
recurso hídrico y el control sobre el manejo
ambiental.

제96조 (지하수의 이용)
광산개발권자는 인접 허가지역에서 지하수 이
용을 포기한 것에 한하여 개발된 지하수를 이
용할 수 있다.

CAPÍTULO Ⅱ

제2 장

DE LA INTERNACIÓN

무단침입

Artículo 97. (Prohibición de internación) Se
prohibe a los titulares de concesiones
mineras, internarse con sus labores en
concesión ajena sin permiso del colindante.
Toda internación no consentida obliga al
que la efectúa a paralizar los trabajos, al
pago del valor de lbs minerales que hubiere
extraído, deducidos los costos de extracción
y a la indemnización por los perjuicios
causados.

제97조 (무단침입의 금지)
광업권자는 인접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허가되지 않은 모든 무단침입
은 노동권, 채굴된 광물의 가치에 대한 지불
금지, 채굴비용의 경감, 초래된 손실의 보상을
요한다.

Artículo 98. (Suspensión de labores) Cuando
se denuncie internación de trabajos, la
denuncia
administrativa
deberá
ser
reconocida ante autoridad competent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a que previa investigación, ordenará la
suspensión de labores en la zona de litigio
y dictará la resolución que corresponda en la
controversia.

제98조 (작업중단)
무단침입 신고 시, 광업감독실의 주무관청이
이를 담당하여 소송지역의 작업중단을 명하고
분쟁해결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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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99. (Internación dolosa) Se presumede
hecho, como dolosa, la internación que
exceda los 20 metros medidos desde el
límite de la concesión. Igualmente, se
considerará dolosa la internación cuando se
continuaren los trabajos después de
decretada la suspensión de labores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n estos casos, el pago del valor de los
minerales extraídos o su restitución se
efectuará sin deducción alguna y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penal de
quien se interne para cometer el delito de
usurpación.

제99조 (고의적 무단침입)
허가범위에서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범
죄적 무단침입으로 본다. 무단침입이 상응하는
권위에 의해 명해진 노동유예 후 노동이 계속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채굴
된 광물의 가치에 대한 지불이나 원상복구는
어떤 공제나 적절한 형법적 책임에 의한 손실
없이 불법점유의 죄로서 위원회에 의해 실행된
다.

CAPÍTULO Ⅲ
DE LAS SERVIDUMBRES
Artículo 100. (Clases de servidumbres)
Desde el momento en que se constituye
una concesión minera o se autoriza la
instalación de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y refinación, los predios superficiales están
sujetos a las siguientes servidumbres:
a) La de ser ocupados en toda la extensión
requerida por las instalaciones y construcciones
propias de la actividad minera. El concesionario
minero, deberá de manera obligatoria cancelar
al propietario del predio, un valor monetario
por concepto de uso y goce de la servidumbre,
así como el correspondiente pago por daños
y perjuicios que le irrogare. En caso de no
existir acuerd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terminará ese valor;
b) Las de tránsito, acueducto, líneas férreas,
aeródromos, andariveles, rampas, cintas transportadoras
y todo otro sistema de transporte y comunicación;
c) Las establecidas en la Ley de Régimen
del Sector Eléctrico para el caso de
instalaciones de servicio eléctrico; y,
d) Las demás necesarias para el desarrollo
de las actividades mineras.

제3 장
지역권

제100조 (지역권의 종류)
하나의 광산권이 형성되거나 수익, 주조, 정련
등의 시설이 허가된 시점에서부터 토지는 다음
의 지역권에 들게 된다.
a) 광업활동의 시설과 건설에 의해 요청된 모
든 범위 내에서 점유되는 지역권
b) 이송, 수로, 철로, 비행장, 케이블, 비탈길,
컨베이어 및 모든 기타 이송 및 통신체제의 지
역권
c) 전기 서비스 시설의 경우를 위해 전력 기본
법에 제정된 지역권
d) 기타 광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역권들

Artículo 101. (Servidumbres voluntarias y
convenios)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제101조 (지역권과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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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den convenir con los propietarios del
suelo, las servidumbres sobre las extensiones
de terreno que necesiten para el adecuado
ejercicio de sus derechos mineros, sea en
las etapas de exploración o explotación, así
como también para sus instalaciones y
construcciones, con destino exclusivo a las
actividades mineras. En el caso de zonas
pertenecientes al Patrimonio Cultural, para
el otorgamiento de una servidumbre deberá
contarse con la autorización del Instituto
Nacional de Patrimonio Cultural y se estará a
las condiciones establecidas en el acto
administrativo emitido por dicho Instituto.
Artículo 102. (Servidumbres sobre concesiones
colindantes) Para dar o facilitar ventilación,
desagüe o acceso a otras concesiones
mineras o a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o refinación, podrán constituirse servidumbres
sobre otras concesiones colindantes o en
áreas libres.
Artículo 103. (Constitución y extinción de
servidumbres) La constitución de la
servidumbre sobre predios, áreas libres o
concesiones, es esencialmente transitoria, la
cual se otorgará mediante escritura pública
y en caso de ser ordenada por resolución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se protocolizará. Estos instrumentos
se inscribirán en el Registro Minero. Estas
servidumbres se extinguen con los derechos
mineros y no pueden aprovecharse con
fines distintos de aquellos propios de la
respectiva concesión o planta; y pueden
ampliarse o restringirse según lo requieran
las actividades de la concesión o planta.
Artículo 104. (Indemnización por perjuicios)
Las servidumbres se constituyen previa
determinación d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por todo perjuicio que se causare al dueño
del inmueble o al titular de la concesión
sirviente y no podrá ejercitarse mientras no

광산개발권자는 토지소유자와 시설이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구역의 확장에 대해 광산활동의
목적에 한하여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또한 활
동과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자재들의 사용에 대해서도 협정할 수 있다.

제102조 (부속 허가권에 대한 지역권)
환기, 배수, 혹은 다른 광산허가권이나 수익,
주조, 정련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부속 허가권이나 자유지역에 지역권
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3조 (지역권의 설정과 소멸)
토지와 자유지대 혹은 허가권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은 반드시 이전 가능해야 하며, 그 시행과
상응하는 보상은 관련자의 상호 협의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이는 공문서에 올려지고 소유의
기록인에 의해 등기에 등록되어야 한다. 양자
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령 제4편 제3장에 지시
된 절차에 의한다.
이러한 지역권은 광업권과 함께 소멸하며, 허
가권과 시설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허가권이나 시설 활동이 요하는 대로 확
장 또는 등록이 가능하다.

제104조 (손해보상)
지역권은 부동산이나 공사권자에 의해 초래되
는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 총액의 사전 결정을
이루며, 사전에 가치가 책정되기 전에는 시행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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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consigne previamente el valor de la
misma.
Artículo 105. (Gastos de constitución de la
servidumbre) Los gastos que demande la 제105조 (지역권 설정비용)
constitución de estas servidumbres serán de 지역권 설립에 발생한 비용은 공장의 관련 양
cuenta exclusiva del concesionario beneficiado 수인 또는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지급한다.
o del titular de la planta.

TÍTULO VI

제6 편

DE LA EXTINCIÓN DE LOS DERECHOS
광업 양허권의 종료
MINEROS

CAPÍTULO Ⅰ

제1 장

DEL VENCIMIENTO DEL PLAZO DE
양허권 및 허가의 기간 만료
VIGENCIA DE LA CONCESION Y PERMISOS
Artículo 106. (Vencimiento del plazo) La
concesión minera y los permisos se extinguirán
por la expiración del plazo otorgado o el
de su prórrog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ordenará la cancelación en los respectivos
registros una vez cumplido el plazo de
vigencia de una concesión minera, o en el
caso de que el concesionario minero no haya
solicitado dar inicio a la etapa de explotación
o la renovación del plazo de concesión en
el marco de un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en los términos dispuestos en la
presente ley.

제106조 (유효기간의 만료)
광업권과 허가권은 유효기간 혹은 연장기간이
종료 시 소멸된다.
광업감독실은 광업권 유효기간의 만료되었으나
광업권자가 채굴작업의 착수나 광업권의 갱신
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해지한다.

CAPÍTULO Ⅱ

제2 장

DE LA REDUCCIÓN Y RENUNCIA DE
광업 양허권의 축소 및 포기
LA CONCESIÓN
Artículo 107. (Facultad de los concesionarios)
En cualquier tiempo durante la vigencia de
una concesión minera, sus titulares podrán
reducirlas o renunciar totalmente a ellas de
acuerdo con e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sta ley y en su Reglamento General, siempre
que dichas renuncias o reducciones no afecten
derechos de terceros. La renuncia da lugar
a la cancelación de la inscripción del título
en los respectivos registros, quedando libre

제107조 (소유자의 권한)
광업권자는 이 법률의 일반규정에 따라 광산지
를 축소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축소
나 포기는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러한 포기는 해당 지역 광업권의 해지를
명시하며, 축소는 해당 지역의 등기부에 기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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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área cubierta por dicha concesión minera.
En el caso de la reducción, se procederá a
anotar al margen del registro el área que
subsiste en poder del concesionario minero

CAPÍTULO Ⅲ
DE
LA
CADUCIDAD
DE
CONCESIÓN Y LOS PERMISOS

제3 장
LA

양허권과 허가의 실효

Artículo 108. (Caducidad de concesiones)
El Ministerio Sectorial estará facultado para
declarar la caducidad de las concesiones
mineras y permisos en el caso de que sus
titulares no hayan dado cumplimiento a las
obligaciones indicadas expresamente en este
capítulo.
El proceso de declaración de caducidad
podrá iniciarse de oficio por el Ministerio
Sectorial, a petición de los Ministerios que
tienen relación con la actividad minera o
previa denuncia de un tercero y estará sujeto
a las disposiciones, requisitos y procedimientos
que para el efecto determine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La calificación técnica y jurídica de los
hechos que servirán de fundamento a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será formulada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Una vez notificado con el motivo de la
caducidad presunta, el concesionario minero
tendrá, por una sola vez, un término de 30
días para desvirtuar la causal de caducidad
o cumplir con la obligación no atendida, en
este último caso previo pago de una multa
de veinte y cinco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Este derecho a subsanar los
incumplimientos que constituyen una causal de
caducidad no se aplicará a los casos indicados
en los artículos 110 115, 116y 117.

제108조 (광업권의 실효)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이 장에서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광업권자의 광업권과 허가권의
실효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실효절차는 광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부
서의 요청이나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사전 진정
서가 있을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의 공식 서한
을 통해 이뤄지며, 이 법률의 일반규정에 의해
결정된 규정, 요구사항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다.
실효선언의 기본이 될 진실의 기술적⋅법적 요
구사항은 광업감독실에 의해 결정된다.
주장된 실효원인이 통보되면, 광업권자는 해당
원인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거나, 위반된 의무
사항의 준수를 목적으로 한 30일의 시간을 갖
게 되며, 이는 연장불가이다.
후자의 경우 25 기본통합임금의 벌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한다.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해지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는
제110, 115, 116, 117조에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tículo 109. (Efectos de la caducidad) La
caducidad extingue los derechos mineros. Con
excepción de la causal establecida en el
artículo 117, no será necesario contar con
una sentencia judicial previa para la

제109조 (실효의 효과)
실효는 광업권을 소멸시킨다. 제117조에 명시
된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이는 실효선언을 위한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통보일과 관련 행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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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ción de caducidad, en este caso,
producirá sus efectos desde la fecha de su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notificación y respectiva ejecutoria.
Artículo 110. (Caducidad por falta de pago)
Las concesiones caducan cuando sus
titulares han dejado de pagar las patentes,
regalías y demás derechos o tributos
establecidos en la presente ley.

제110조 (지불부족에 의한 실효)
광업권은 소유주가 이 법령에 규정된 특허권,
로열티, 추가부담금과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

Artículo 111. (Caducidad por no presentación
de informes de exploración o por no
acreditación de actividades e inversiones
mínimas) Será causal de caducidad la falta
de presentación ante el Ministerio Sectorial
del informe annual de las actividades e
inversiones en exploración realizadas en el
área de la concesión minera.

제111조 (시굴보고서 미제출과 최소작업과 투
자미달로 인한 실효)
광업권 지역의 시굴작업과 투자에 대한 연간보
고서 미제출은 종료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Artículo 112. (Caducidad por no presentación
de informes de producción) Caducará la
concesión minera cuyos titulares no
acompañen dentro del plaz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42 de la presente ley, los
informes
auditados
respecto
de
su
producción.

제112조 (생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실효)
법률 제42조에 명시된 조건으로 생산량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은 실효된
다.

Artículo 113. (Caducidad por explotación no
autorizada y por presentación de información
falsa) Caducará la concesión minera en
caso que su titular realice labores de
explotación, directa o indirectamente, con
anterioridad a la suscripción del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respectivo.
Asimismo, caducará la concesión minera en
caso que los informes que señala esta ley
contengan información falsa o que maliciosamente
altere sus conclusiones técnicas y económicas.
La calificación técnica y jurídica de los
hechos que servirán de fundamento a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será formulada por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제113조 (무허가 채굴과 잘못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실효)
관련 광업채굴계약 체결에 앞서 광업권자에 의
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허가 채굴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광업권은 실효된다.
또한 기술적⋅재정적 판단을 부정하게 수정한
허위진술 혹은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의 제출은
광업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실효선언의 기본이 될 기술적⋅법적 요구사항
은 광업감독실에 의해 결정된다.

Artículo 114. (Caducidad por alteración 제114조 (경계지점의 부정개조에 따른 실효)
maliciosa de los hitos) La alteración maliciosa 경계지점의 부정개조는 광업권의 실효를 야기
de los hitos demarcatorios debidament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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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obada, será causal de caducidad de la
concesión minera.
Artículo 115. (Caducidad por Declaración de
Daño Ambiental) El Ministerio Sectorial
deberá declarar la caducidad de las concesiones
mineras cuando se produzcan daños
ambientales, sin perjuicio de la obligación
del concesionario de reparar los daños
ambientales causados.
La calificación del daño ambiental, tanto en
sus aspectos técnicos como jurídicos, se
efectuará mediante resolución motivada del
Ministerio del Ambiente, en concordancia
con el artículo 78 de la presente ley. Cuando
haya afectación de recursos hídricos a causa
de las actividades mineras, la calificación
de daño ambiental deberá considerar el
pronunciamiento de la autoridad única del
agua.
El procedimiento y los requisitos para la
declaración de daño ambiental estarán contenido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Artículo 116. (Caducidad por daño al
Patrimonio Cultural del Estado) El
Ministerio Sectorial, previo informe técnico
del Instituto Nacional de Patrimonio
Cultural, deberá declarar la caducidad de
las concesiones mineras en el caso de que
sus actividades hubieren producido un daño
grave, permanente o irreparable al
patrimonio cultural del Estado, en concordancia
con las disposiciones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y de la Ley de Patrimonio
Cultural. El procedimiento y los requisitos
para la declaración de daño al patrimonio
cultural estarán contenidos en el reglamento
que para el efecto se dicte.
Artículo 117. (Caducidad por Viol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l Ministerio
Sectorial deberá declarar la caducidad de una
concesión minera si se ha producido

제115조 (환경피해 신고에 의한 실효)
환경피해가 야기되는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업권의 실효를 선언한다. 이때 야기된 환경
피해복구에 대한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은 침범
되지 않는다.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기술적 요구사항은 이
법령 제78조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발표한 결의
안의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광업활동에 따라
수자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피해
기준은 수자원 당국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환경피해 신고를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현행
환경법규의 일반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6조 (에콰도르 문화자산의 피해에 따른 실
효)
광업활동이 국립문화자산에 심각하거나 영구적
혹은 회복불가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국립문화
자산연구원의 기술보고서에 따라 비재생천연자
원부는 광업권의 실효를 선언한다. 이는 헌법
과 문화자산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17조 (인권침해에 따른 실효)
비재생천연자원부는 광업권자 혹은 그의 법적
대리인, 계약자 혹은 보안업체에 인해 인권침
해가 발생할 경우 광업권의 실효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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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ción de derechos humanos, ya sea por
parte
del
concesionario o de sus
representantes, así como de sus contratistas,
especialmente de las compañías de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인권침해에 관한 관할 판
seguridad que actúen en nombre del
사의 최종판단에 의해 광업권 실효선언을 발효
concesionario o quien haga sus veces, para
한다.
lo cual deberá contar previamente con
sentencia ejecutoriada dictada por Juez
competente que determine violación de
derechos humanos.
Artículo 118. (Inhabilidad para solicitar
concesiones mineras) 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hubieren perdido su calidad de
concesionarios
mineros
debido
al
incumplimiento de una o más obligaciones
legales o contractuales derivadas de la
concesión minera, no podrán volver a btener
una concesión en aquellas áreas cubiertas,
total o parcialmente, por la concesión
original ni en otra área minera, en el plazo
de tres años desde que se haya ejecutoriado
el correspondiente acto administrativo de
caducidad de dicha concesión.

제118조 (광업권 무자격자)
앞서 언급된 법적⋅계약적 의무사항을 위반하
여 광업권을 박탈당한 개인 혹은 법인은 광업
권 실효선언에 대한 행정행동이 발효된 시점으
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혹은 다른 광업 지역
에 대한 부분적⋅전체적 광업권을 획득할 수
없다.

Artículo 119. (Responsabilidades y sanciones)
La persona que ejerza las funciones
públicas competentes que no hubiere dado
cumplimiento a una o más de las
obligaciones legale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responderán administrativa,
civil y penalmente por dicho incumplimiento.
Los profesionales responsables de entregar
información legal, técnica, económica o
ambiental a las autoridades competentes,
serán civil y penalmente responsables por la
presentación de información falsa o
maliciosa.

제119조 (책임 및 제재)
관할 공공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 법률에 명
시된 의무사항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개
인은 모든 행정, 민사 및 형사 절차의 책임을
진다.
관할 당국에 법률, 기술, 경제적 또는 환경정보
를 보고할 책임이 있는 전문가는 허위 혹은 부
당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CAPÍTULO Ⅳ

제4 장

DE LA NULIDAD DE LOS DERECHOS
광업권의 무효
MINEROS
Artículo 120. (Nulidad de concesiones) Serán 제120조 (권리의 무효)
nulos los títulos de los derechos mineros 이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모든 광
otorgados
en
contravención
a
las 업허가권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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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ciones de esta ley. También será nula
la concesión otorgada sobre otra legalmente
válida e inscritaen la parte en que se 권과 이것을 넘어 중복된 부분에 법적으로 유
superponga a ésta, siempre y cuando no 효하고 등록된 허가권도 무효이다.
produzca los efectos de las causales de
caducidad.
Artículo 121. (Declaratoria de nulidad) Es
de competencia del Ministerio Sectorial
conocer y resolver la nulidad de una
concesión minera denunciada por los sujetos
de derechos mineros y de terceros
perjudicados. La nulidad produce la
devolución del área minera al concesionario
minero con derecho preferente, o en su caso
al Estado, quedando la misma libre.

제121조 (무효의 공포)
무효는 공식적으로 혹은 제3자에 의해 증명되
거나 비재생천연자원부에 의해 공포되며, 문서
의 집행을 명하는 해결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무효는 광업권의 국가환원을 결과하며, 그곳은
자유지대로 남는다.

Artículo 122. (Derecho de propiedad sobre
bienes mineros) Por la extinción de los
derechos mineros, el ex-titular, no pierde su
derecho de propiedad sobre edificaciones,
maquinarias,
instalaciones
y
demás
elementos de trabajo, los que pueden ser
retirados a su propio costo.

제122조 (광업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광업권의 소멸이나 무효에 의해 상실자는 건물,
기계, 시설 및 기타 작업요소, 철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TÍTULO Ⅶ

제7 편

DE LOS CONTRATOS MINEROS

CAPÍTULO 1

광업계약
제1 장

DE LAS NORMAS APLICABLES Y DE
적용규범과 계약요건
LOS REQUISITOS DE LOS CONTRATOS
Artículo 123. (Normas aplicables) Los
contratos entre concesionarios o de estos
con terceros, relativos a derechos y
actividades mineras, se sujetarán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25 de la presente
ley y además por las normas del derecho
privado, en todo cuanto no se opongan a
esta.

제123조 (적용규범)
광업권와 활동에 관한 계약은 이 법의 제125
조와 이 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기준
에 의해 시행된다.

Artículo 124. (Requisitos) Los contratos
mineros, para su validez, deben celebrarse
mediante escritura pública e inscribirse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y cumplir con
todos los requisitos constantes en la presente

제124조 (계약요건)
광산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통
해 신청해야 하며, 이는 광산 관리⋅규제부가
유지하는 광업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은 광업기록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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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Todos los contratos deberán publicarse
en los portales informáticos del Registro
Minero.

CAPÍTULO 2

제2 장

DE LA CESIÓN O TRANSFERENCIA Y
양도 및 철회불능 계약
DE LA PROMESA IRREVOCABLE
Artículo 125. (Derechos transferibles) Los
derechos mineros en general son susceptibles
de cesión y transferencia, previa autorización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y de libre transmisibilidad por
causa de muerte. Dichas transferencias se
perfeccionan con la inscripción en el libro
correspondiente del Registro Minero a carg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Los derechos de registro se fijarán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La
cesión y transferencia de derechos que
emanen de una concesión minera, será nula
y no tendrá valor alguno si no precede la
autorización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sin perjuicio de la
declaración de caducidad según lo previsto
en la presente ley.

제125조 (양도가능 권리)
일반적으로 광업권은 생자에게는 광업감독실의
허가 아래 양도⋅이전될 수 있으며, 죽은 경우
에는 자유자재로 양도⋅이전될 수 있다. 광산
권의 양도와 상속은 광업감독실이 유지하는 광
업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광업권의 양도와 이전은 광업감독실의 허가가
없을 경우 무효가 된다.

Artículo 126. (Promesa irrevocable) Podrán
celebrarse contratos de promesa irrevocable
de cesión o transferencia de derechos y
acciones sobre un título minero o en general
en relación a cualesquiera otros derechos
mineros, cumpliendo los mismos requisitos y
obligaciones establecidas en el artículo
anterior.En este tipo de contratos es
facultativo para el promitente cesionario
celebrar o no el contrato definitivo, pero es
obligatorio para el oferente celebrar dicho
contrato definitivo.

제126조 (변경불가 계약)
광산 개발에 대한 권리와 활동에 있어서의 양
도 또는 이전 또는 일반적인 다른 광업권이라
도 변경불가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
125조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의무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계약의 유형에 있어서 차기 양도자는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성
이 있으나, 증여자는 전술한 명확한 계약을 체
결하는 데 강제적이다.

Artículo 127. (Contratos no rescindibles por
lesión enorme) Los contratos de cesión o
transferencia y de permuta de derechos y
acciones sobre títulos mineros u otros
derechos mineros, no son rescindibles por

제127조 (취소불가 계약)
양도와 이전, 권리의 거래, 광산개발과 관련한
활동, 다른 광산권과 같은 계약은 막대한 손해
로 인해 취소될 수 없다.

55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lesión enorme.

CAPÍTULO 3

제3 장

DE LA CESIÓN EN GARANTÍA Y DE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
LA PRENDA
Artículo 128. (De la Cesión en Garantía)
Las construcciones, plantas de beneficio,
fundición, refinación o los derechos que
emanan del título minero, que existan en las
concesiones pueden ser objeto de cesión en
garantía.
Los contratos de cesión en garantía sobre
los bienes antes referidos, deberán otorgarse
por escritura pública e inscribirse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제128조 (담보의 양도)
건설, 선광, 주물, 제련공장 혹은 광업면허권으
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담보의 형태로 양도될
수 있다.
부동산 담보형태의 양도계약은 공문서를 통해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광업기록부에 기록되어
야 한다.

Artículo 129. (De la prenda) Puede
constituirse prenda sobre los bienes muebles
destinados a la operación de la concesión y
sobre las sustancias minerales extraídas del
yacimiento.
Los contratos de prenda deberán anotarse al
margen de las inscripciones de las concesiones
mineras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제129조 (저당)
저당은 광업권 작업에 할당된 동산 재산과 매
장량으로부터 축출된 광물질에 관해 설립될 수
있다.
저당 계약은 광업채굴 기록부 여백에 주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Artículo 130. (Acciones judiciales) En el
caso de los artículos 128 y 129 anteriores, el
acreedor puede ejercer acciones judiciales
hasta el remate del bien gravado. La
autoridad judicial no podrá disponer la
interrupción de las labores mineras.

제130조 (법적 조치)
제128과 129조의 경우 채권자는 저당잡힌 재
산의 경매를 포함하여 사법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광업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

TÍTULO VIII

제8 편

DEL CONDOMINIO, LAS COOPERATIVAS
Y ASOCIACIONES DEDICADAS A LAS 광업활동 종사자–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단
ACTIVIDADES MINERAS
Capítulo Único

단일장

DEI. CONDOMINIO, LAS COOPERATIVAS
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단
Y ASOCIACIONES
Artículo 131. (Constitución del condominio
minero) Se constituye condominio sobre una
concesión minera, cuando el Estado otorga
el título minero a varias personas naturales

제131조 (광물 공유의 설정)
광물 양도에 관한 공유는 국가가 광업권을 서
면에 의해 청원한 다수의 자연인들에게 허용할
때 설정된다. 이때 이 법의 적절한 조항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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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la hayan solicitado mediante una sola
petición, sujetándose a las disposiciones 속된다.
pertinentes de esta ley.
Artículo 132. (Responsabilidad de los
condóminos) El condominio no supone la
existencia de una compañía legalmente
constituida. Los condóminos son solidariamente
responsables por las obligaciones emanadas
de la titularidad minera que ejercen. Los
condóminos designarán un procurador
común mediante escritura pública inscrita
en el Registro Minero. En caso deno
hacerlo, la notificación efectuada a uno de
ellos surtirá efecto legal para todos.

제132조 (공유의 책임)
공유는 법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존재를 가정하
지 않는다. 공유는 집행되는 광물권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에 대해서 유대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유는 재산등록 임무에 있어서 광물등록법에
등재된 공공문서를 통하여 공동대리인을 위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 중 1인에 대한
효력 있는 공포가 다름 사람에 대해 법적 효력
을 발휘한다.

Artículo 133. (Derechos y obligaciones de
las cooperativas, asociaciones, condominios
y microempresas) Las cooperativas, asociaciones,
condominios y microempresas dedicadas a
realizar actividades mineras, gozan de los
mismos derechos; tienen las mismas
obligaciones que esta Ley establece para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y pueden
asociarse y suscribir todo tipo de contratos
mineros con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제133조 (기업, 파트너, 공유, 소유기업의 권리
와 의무)
광업행위를 시행하는 협력체는 동일하게 권리
를 향유한다. 광물권에 대해 이 법률이 정하는
똑같은 의무를 지니며, 자연인 혹은 법인, 내국
인 혹은 외국인과 모든 유형의 광물에 대한 계
약을 체결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TÍTULO IX
DE LOS REGÍMENES ESPECIALES

제9 편
특별제도

CAPITULO Ⅰ

제1 장

DE LA MINERÍA ARTESANAL Y DE
수작업 생계광업
SUSTENTO
Artículo 134. (Minería Artesanal) Se considera
minería artesanal y de sustento aquella que
se efectúa mediante trabajo individual,
familiar o asociativo de quien realiza
actividades mineras autorizadas por el
Estado en la forma prevista en esta ley y
su reglamento y que se caracteriza por la
utilización de herramientas, máquinas simples
y portátiles destinadas a la obtención de
minerales cuya comercialización en general
sólo permite cubrir las necesidades básicas

제134조 (수작업 광업) 이 법에 의한 방식에
인해 정부로부터 인가된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가족 및 협회의 광업활동과 규정을 수작
업 광업 혹은 생계형 광업이라 칭한다. 이 형
태의 특징은 도구와 간편하고 휴대 가능한 기
계의 사용을 통한 광물의 획득,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가족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는 거래형
태, 150 기본통합보수를 넘지 않는 투자금액이
다.
3명 혹은 그 이상의 수작업 광업인이 연계할
경우 그들의 투자는 300 기본통합보수와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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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persona o grupo familiar que las
realiza y que no hayan requerido una
inversión superior a las ciento cincuenta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En caso de producirse la asociación de tres
o más mineros artesanales su inversión será
de trescientas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y previo informe técnico, económico, social
y ambiental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l Ministerio Sectorial
otorgará permisos por un plazo de 10 años
para realizar labores de minería artesanal,
que será renovado por periodos iguales,
siempre que exista petición escrita antes de
su vencimiento y que tenga informe favorabl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y
del Ministerio del Ambiente. Los permisos
de la Minería Artesanal, no podrán afectar
los derechos de un concesionario minero
con un título vigente; no obstante lo
anterior, los concesionarios mineros podrán
autorizar la realización de trabajos de minería
artesanal en el área de su concesión mediante
contratos mineros en los que se prevea el
cumplimiento de la normativa ambiental y
minera de acuerdo al reglamento especial
que se dictará para el efecto.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estará facultada para regular la explotación
de minerales y seguridad minera que sean
aplicables y creará un registro ormenorizado
de quienes ejecutan esta actividad. Para el
caso de verificación de cumplimiento y
aplicación de las normas de protección al
ambiente, el órgano competente será el
inisterio del Ambiente. Los mineros artesanales
no están sujetos al pago de regalías.
La inobservancia de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constituirá causal de revocatoria
de los permisos. Para el caso de la
calificación positiva del cesionario operará
el silencio administrativo negativo.

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는 광업감독실의 기술,
재정, 사회, 환경보고서에 의해 결정된다. 비재
생천연자원부는 10년 동안의 수작업 광업을 승
인하며, 이는 시굴과정 전에 제출되는 서면 신
청서에 의해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광업감독실과 환경부로부터 긍정적 보고서가
필요하다. 수작업 광업에 대한 허가는 현 면허
권이 인정하는 광업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그러나 채굴 광업자는 자신이 광업권을 가
진 지역에서의 수작업 광업에 대해 허가를 받
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환경, 광업 규정과
특별규정을 준수한 광업계약의 체결을 통해 가
능하다.
광업감독실은 광업채굴과 안전을 규제할 권리
가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광부의 자세한 등록
부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호규정의
준수와 적용을 감시하는 책임을 진다.
수작업 광부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
법률과 규정의 불이행은 허가의 철회를 야기한
다.
부정적 행정 침묵은 양수인의 긍정적 자격의
경우 적용된다.

Artículo 135. (Extinción de los derechos 제135조 (수작업 광부에 대한 허가증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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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os artesanales)
Se extinguirán los permisos otorgados a los 수작업 광업권은 이 법의 제6편 제1장과 제3
mineros artesanales, en la forma y condiciones 장에 의해 결정된 조건과 방식에 따라 실효된
establecidas en el título VI,capítulos 1 y III 다.
de esta ley.
Artículo 136. El Ministerio Sectorial promoverá
programas especiales de asistencia técnica,
manejo ambiental, seguridad minera y de
capacitación y formación profesional a la
minería artesanal, para lo cual se podrá
contar con el soporte de universidades y
escuelas politécnicas que cuenten con las
especialidades correspondientes a estas
áreas.

제136조
비재생천연자원부는 수작업 광업과 관련한 훈
련과 더불어 기술적 지원, 환경관리 및 광산안
전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관련 대학과 폴리테크닉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CAPÍTULO Ⅱ

제2 장

PEQUEÑA MINERÍA

소규모 광업

Artículo 137. (Incentivo a la producción
minera nacional) A fin de impulsar el pleno
empleo, eliminación del subempleo y del
desempleo, y de fomentar la productividad y
competitividad, la acumulación del conocimiento
científico y tecnológico, el Estado mediante la
delegación a la iniciativa privada, cooperativas
y asociaciones de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promoverá el desarrollo de la
minería nacional bajo el régimen especial de
pequeña minería, garantizando el derecho a
realizar dicha actividad en forma individual
y colectiva bajo principios de solidaridad y
responsabilidad social.

제137조 (국가광업생산 장려)
불완전 고용과 실업의 제거를 통해 전체 고용
을 촉진하고 생산성, 경쟁력과 과학기술 지식
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소규모 광업
특별제도를 통해 국가광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활동을 개인사업, 기업, 대중
경제 조합에 위임하거나, 연대나 사회책임의
원칙하에 개인 혹은 단체 단위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Artículo 138. (Pequeña Minería) Se considera
pequeña minería a aquella que, en razón
del área de las concesiones, volumen de
procesamiento y producción, monto de inversiones
y condiciones tecnológicas, tengan:
a) Una capacidad instalada de explotación
y/o beneficio de hasta 300 toneladas
métricas por día; y,
b) Una capacidad de producción de hasta
800 metros cúbicos por día, con relación a
la minería de no metálicos y materiales de
construcción.

제138조 (소규모 광업)
소규모 광업은 채굴지역에서 발생하는 절차,
생산규모, 투자금액, 기술적 조건에 따라 결정
된다.
a) 하루 최대 300톤의 채굴 및/또는 야금용량
b) 비금속 및 건설재료 채굴에 있어 하루 최대
800톤의 생산용량

소규모 광업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소
규모 광업권의 먼허권자여야 한다. 그들은 제2
장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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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que realicen
pequeña minería deberán ser titulares de
una concesión minera para la pequeña
minería y cumplirán con las disposiciones
especiales de este Capítulo II. En todo aquello
que no esté regulado por normas especiales,
se aplicarán los contenidos generales de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El
Ministerio Sectorial promoverá programas
especiales de asistencia técnica, de manejo
ambiental, de seguridad minera y de capacitación
y formación profesional a la pequeña
minería. El Ministerio del Ambiente también
promoverá programas especiales de manejo
ambiental en la pequeña minería.

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이 법
과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비재생천연자원부와 환경부는 소규모 광업과
관련한 훈련과 더불어 기술적 지원, 환경관리
및 광산안전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Artículo 139. (Concesión Minera para la
Pequeña Minería) El Estado otorgará
Concesiones Mineras para la Pequeña
Minería a favor de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conforme a las prescripciones de
esta ley y su reglamento general, el que
establecerá un régimen especial. La
concesión minera para la pequeña minería
será otorgada por el Ministerio Sectorial de
acuerdo a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l
Reglamento y confiere a su titular el
derecho exclusivo a prospectar, explorar,
explotar, beneficiar, fundir, refinar y
comercializar todas lassustancias minerales
que puedan existir y obtenerse en el área
de dicha concesión, sin otras limitaciones
que las señaladas en la presente ley.

제139조 (소규모 광업의 양허)
국가는 이 법과 일반규정에 의한 특별제도에
의해 개인 및 법인에게 소규모 광업의 광업 양
허권을 양도한다. 소규모 광업권은 소유자에게
이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제한
없이 해당 광업권 지역에서 답사, 시굴, 채굴,
선광, 주물, 제련,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Artículo 140. (Registro) Para acceder a los
derechos y beneficios que este capítulo
confiere a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estos deben registrar su condición de
pequeños mineros, ante la autoridad administrativa
minera del Ministerio Sectorial. El procedimiento
y los requisitos de registro constarán en el
reglamento de esta ley.

제140조 (등록)
이 장에서 광산권 소유자에게 수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비재생천연자원부
의 관련 행정당국에 소규모 상태로 자신의 상
태를 기록해야 한다. 등록에 관한 절차와 요구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다.

Artículo 141. (Obligaciones) Los concesionarios 제141조 (의무)
mineros que realicen actividades de pequeña 소규모 광업활동을 수행하는 광업권자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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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ía deberán cumplir con las obligaciones
de los concesionarios mineros contenidas en
el Título IV de la presente ley. Los titulares
de derechos en pequeña minería estarán
sujetos al cumplimento de la normativa ambiental
vigente y a la concurrencia y aprobación de
los programas de capacitación promovidos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a.

의 제4편에 명시된 광업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
다.
소규모 광업권 면허권자는 현행 환경법과 국립
지질연구소가 추진하는 훈련 프로그램를 동시
에 준수해야 한다.

CAPÍTULO Ⅲ

제3 장

DE LOS MATERIALES DE CONSTRUCCIÓN 건축자재
Artículo 142. (Concesiones para materiales
de construcción) El Estado, por intermedio
del Ministerio Sectorial, podrá otorgar
concesiones para el aprovechamiento de arcillas
superficiales, arenas, rocas y demás
materiales de empleo directo en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ón, con excepción de los
lechos de los ríos, lagos, playas de mar y
canteras que se regirán a las limitaciones
establecidas en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que también definirá cuales son los
materiales de construcción y sus volúmenes
de explotación. En el marco del artículo
264 de la Constitución vigente, cada
Gobierno Municipal, asumirá las competencias
para regular, autorizar y controlar la
explotación de materiales áridos y pétreos,
que se encuentren en los lechos de los ríos,
lagos, lagunas, playas de mar y canteras, de
acuerdo al Reglamento Especial que establecerá
los requisitos, limitaciones y procedimientos
para el efecto. El ejercicio de la competencia
deberá ceñirse a los principios, derechos y
obligaciones contempladas en las ordenanzas
municipales que se emitan al respecto. No
establecerán condiciones y obligaciones distintas
a las establecidas en la presente ley y sus
reglamentos.

제142조 (건축자재 광업권)
국가는 비재생천연자원부를 통해 건축산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표면점토, 모래, 바위 및
기타 재료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재
료에는 이 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제한된 강바
닥, 호수, 해변, 채석장으로부터 오는 재료는
제외된다. 이 법은 구체적인 건축자재와 채굴
량에 대해 규정한다.
현 헌법 제264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정부는
강바닥, 호수, 해변, 채석장에서 발견되는 건조
한 혹은 돌 재료를 통제, 허가, 제어한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절차는 특별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경쟁은 지방정부의 지침에 의
해 설립된 원칙, 권리,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지방정부의 지침은 이 법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건과 의무는 설립하지 않
는다.

Artículo 143. (Derechos y Obligaciones del 제143조 (건축자재에 대한 채굴 권리와 의무)
concesionario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El 광업권자는 계약 체결 없이 언급된 재료에 대
concesionario estará facultado para explorar 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다. 채굴은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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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os materiales sin necesidad de suscribir
un Contrato; la explotación se realizará con
posterioridad a la suscripción del respectivo
contrato y podrá constituir las servidumbres
requeridas para el adecuado ejercicio de los
derechos que emanan de su concesión.
No obstante lo anterior, el propietario del
terreno superficial tendrá derecho preferente
para solicitar una concesión que coincida
con el área de la que éste sea propietario.
Si el propietario del predio, libre y voluntariamente,
mediante instrumento público otorgare autorización
para el uso de su predio para una concesión,
esta autorización lleva implícita la renuncia
de su derecho preferente para el otorgamiento
de una concesión sobre dicho predio.
Por otra parte. el concesionario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deberá cumplir con las
obligaciones emanadas de los artículos 38.
41 y 42 Capitulo 1 del Título 111 y los
Capítulos 1. II y 111 del Título IV de la
presente Ley. Asimismo, deberá cumplir
con el pago de regalías establecidas en esta
Ley para la pequeña minería.

의 체결 후에 수행할 수 있으며, 광업권으로부
터 파생되는 권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지역
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광업권을 요
청하는 우선권을 갖는다.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으로 광업권에 의해 해당 토지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이러한 허가는 해당 토지의 광업권에 대
한 우선권의 암시적 포기를 뜻한다.
또한 건축자재 광업권자는 이 법의 제3편 제1
장의 조항 38, 41, 42와 제4편 제1, 2, 3장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광업에 대한 로열티 지불
의무를 따라야 한다.

Artículo 144. (Libre aprovechamiento de
materiales de construcción para obras
públicas) El Estado directamente o a través
de sus contratistas podrá aprovechar libremente
los materiales de construcción para obras
públicas en áreas no concesionadas o
concesionadas.
Considerando la finalidad social o pública
del libre aprovechamiento, estos serán
autorizado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La
vigencia y los volúmenes de explotación se
regirán y se extenderán única y exclusivamente
por los requerimientos técnicos de producción
y el tiempo que dure la ejecución de la
obra pública.
Dicho material podrá emplearse. única y
exclusivamente. en beneficio de la obra
pública para la que se requirió el libre
aprovechamiento. El uso para otros fines

제144조 (공공사업을 위한 건축자재의 자유사
용)
국가는 공공사업을 위해 직접적 혹은 계약자를
통해 광업권이 허가된 지역 혹은 그렇지 않는
지역의 건축자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사용의 산업적⋅공공적 이익을 생각하여
비재생천연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공작업에 필요한 시간만큼 기간이 설정되고,
채굴량은 공공사업의 기술적 생산 요구사항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건축자재는 오직 공공사업에만 사용되
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불법채굴
로 간주되어 이 법에 설립된 규정에 따라 처벌
된다.
정부 계약자는 무료 건축자재에 상응하는 비용
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목적을 위한 무료채
굴이 입증되면 200 통합기본보수에 상응하는
벌금을 지불하며, 이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공
사업 계약은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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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irá explotación ilegal que se someterá
a lo determinado para este efecto en la
presente ley.
El contratista del Estado, no podrá incluir
en sus costos los valores correspondientes a
los materiales de construcción aprovechados
libremente. En caso de comprobarse la
explotación de libre aprovechamiento para
otros fines será sancionado con una multa
equivalente a 200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y en caso de reincidencia con la
terminación del contrato para dicha obra
pública.
Las autorizaciones de libre aprovechamiento,
están sujetas al cumplimiento de todas las
disposiciones de la presente ley, especialmente
las de carácter ambiental. Los contratistas
que explotaren los libres aprovechamientos.
están obligados al cumplimiento del Plan de
Manejo Ambiental.

자유사용에 대한 허가는 환경적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며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무료사용을 이용하는 계약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CAPÍTULO IV

제4 장

MINERALES NO METALICOS

비금속광물

Artículo 145. (Explotación de Minerales No
Metálicos)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ería no metálica, deberán cumplir con
las normas generales aplicables a las concesiones
mineras en los términos dispuestos por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incluyendo el pago de regalías. El reglamento
general de esta ley definirá cuáles son las
sustancias minerales no metálicas y la
forma de participación del Estado en los
beneficios, de conformidad a lo previsto en
el inciso segundo del artículo 408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Se tendrá en
cuenta el interés del Estado respecto del
empleo de dichos minerales no metálicos en
la construcción de obras de infraestructura
de beneficio nacional.

제145조 (비금속광물의 채굴)
비금속광물의 시굴과 채굴은 로열티 지불을 포
함하여 이 법과 일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의 일반규정은 비금속광물에 대해 정의하
며, 에콰도르 헌법 제408조 두 번째 단락에 명
시된 규정에 의해 정부의 편익 비율을 결정한
다.
이러한 비금속광물에 대한 정부의 이윤은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 참작되어
야 한다.

CAPÍTULO V

제5 장

DE LAS ACTIVIDADES MINERAS EN 심해 광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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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FONDO MARINO
Artículo 146. (De la investigación y
operación en el fondo marino) El
aprovechamiento de sustancias minerales de
cualquier clase existentes en el fondo marino
está a cargo d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ón Geológico, Minero, Metalúrgico
y de la Empresa Nacional Minera, los que
podrán celebrar convenios de investigación
y contratos de prestación de servicios,
respectivamente, con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nacionales o extranjeras, bajo los
requisitos y condiciones que constarán en el
Reglamento Especial que para el efecto,
expedirá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제146조 (해변에서의 연구와 작업)
해양지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광업물질의 채굴
은 비재생천연자원부의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
소에 의해 통제된다.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는
국내외 개인 혹은 법인과 관련 연구계약 및 광
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에콰
도르 대통령이 발행한 특별규정에 의해 설립된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TÍTULO X

제 10 편

DE LAS DISPOSICIONES TRIBUTARIAS
세금 및 경제칙
l ECONÓMICAS
Artículo 147. (Depreciación acelerada (Los
titulares de derechos mineros que hayan
suscrito un Contrato de Explotación Minera,
podrán solicitar al Servicio de Rentas
Internas un tratamiento especial de
depreciación acelerada para aquellos activos
fijos que tienen una vida útil más corta
como consecuencia del mayor desgaste que
se produce en la operación de un proyecto
minero. El Servicio de Rentas Internas
previo informe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calificará o
desechará la petición.
Se considerarán bienes susceptibles de
depreciación acelerada, aquellos que según
listado consten en el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제147조 (가속된 평가절하)
광업채굴계약을 맺은 광업권 소유자는 국세청
에 광업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한 마모로 짧
은 수명의 고정자산이 가속된 평가절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세
청은 광업 관리⋅규제부가 발해한 보고서를 통
해 이러한 적용의 허가 및 기각할 수 있다.
이 법의 일반규정은 이러한 평가절하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Artículo 148. (Régimen Impositivo Simplificado
para mineros artesanales) Los mineros artesanales
podrán acogerse al Régimen Impositivo
Simplificado para el Impuesto a la Renta y
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en las
condiciones, plazos y requisitos previstos en
la Ley de Régimen Irihutario Interno.

제148조 (수작업 광부를 위한 단순 과세제도)
수작업 광부는 내부 조세법의 조건 및 요구사
항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단순
과세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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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ículo 149. (Compras de oro) Las
제149조 (황금의 구매)
compras de oro efectuadas por el Banco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의한 황금의 구매는 영세
Central del Ecuador están gravadas con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impuesto al valor agregado tarifa cero.

TÍTULO XI

제 11 편

DE LA JURISDICCIÓN ADMINISTRATIVA,
CONTENCIOSO-ADMINISTRATIVA
Y 행정쟁송 및 강제력
COACTIVA
Artículo 150. (Jurisdicción y competencia)
Ejercen jurisdicción y competencia regulatoria
y de control en materia minera,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con las
funciones y atribuciones que les señala la
presente ley y su reglamento general.
Las controversias que pudieran suscitarse
entre los sujetos de derecho minero y las
autor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minera,
serán resueltas por los tribunales distritalcs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En todo caso se actuará en observancia de
las disposiciones atinentes a las garantías
jurisdiccionales. a la acción de protección,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y de
derechos de protección contemplados en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제150조 (사법권과 관할권)
광업감독실은 이 법과 일반규정에 의해 제공
된 의무와 권력에 의해 비재생 천연자원 부분
에 대한 사법권과 관할권을 행사한다.
광업법과 행정당국에 속한 분쟁은 관할 소송⋅
행정 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모든 경우는 헌법에 의해 제공된 관할권, 보호
조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 외 다른 보호권
리를 준수해야 한다.

Artículo 151. (Jurisdicción coactiva) El
Servicio de Rentas Internas ejerce jurisdicción
coactiva para el cobro de regalías, patentes.
tributos, e intereses por mora, multas.
compensaciones económicas a favor del Estado
y otros recargos como costas procesales que
se generen en su ejecución.

제151조 (강제사법권)
에콰도르 IRS는 로열티, 특허권, 세금, 기본 이
자, 벌금, 재정보상금을 수금하기 위해 강제적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TÍTULO XI I

제 12 편

DEL PROCEDIMIENTO PARA LA RENUNCIA
광업권 포기절차
DERECHOS MINEROS
Artículo 152. (Renuncia de hectáreas
mineras） Se puede renunciar a una o más
hectáreas mineras comprendidas en una
concesión minera constituida, siempre que
con la renuncia no se perjudique el derecho
de terceros. La renuncia total o parcial

제152조 (광업 헥타르 포기）
광업권을 차지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광업
헥타르의 포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광업지역의 전체 혹은 부분적
포기는 일반규정의 조항을 따른다.

562│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estará sujeta a lo
reglamento general.

determinado en el

Artículo 153. (Jurisdicción voluntaria o
contenciosa)
La
renuncia
constituye
procedimiento de jurisdicción voluntaria, el
cual puede transformarse en contencioso, si
se formula oposición por parte de terceros
perjudicados.

제153조 (자발적 혹은 논쟁을 초래할 사법권）
포기는 자발적인 사법권 절차에 의해 허가된다.
이는 제3자가 그러한 포기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할 경우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

Artículo 154. (Solicitud de renuncia) La
solicitud de renuncia se presentará ante la
dependencia competente del Ministerio
Sectorial y en la misma se pedirá
expresamente se ordene la cancelación o
modificación de las inscripciones respectivas,
según la renuncia sea total o parcial. El
reglamento general establecerá los requisitos
y procedimientos que deben cumplirse para
su trámite y resolución.

제154조 (포기신청)
포기신청서는 비재생천연자원부의 지방 관할사
무실에 제출된다. 신청서는 전체 혹은 부분적
포기에 따라 관련 기록의 삭제 및 수정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다. 일반규정은 관련 허가와 해
결에 대한 요구사항과 절차를 설립한다.

Artículo 155. (Forma y perfeccionamiento)
Una vez aprobada la renuncia, este acto
aprobatorio se protocolizará en una Notaría
Pública y se inscribirá en el Registro
Minero a cargo de la 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Minero.

제155조 (형태 및 개선)
포기가 승인되면 이는 공증인에 의해 공문서에
기록되며, 광업감독실의 광업등록부에 보관된
다.

Artículo 156. (Derecho de terceros) Si de
los antecedentes apareciere que la renuncia
afecta o puede afectar el derecho de terceros.
la autoridad del Ministerio Sectorial competente
para conocer el trámite ordenará al renunciante,
acredite mediante escritura pública, el
consentimiento de aquellos para la renuncia.
Si no se hubiera acreditado dicho consentimiento.
la autoridad del Ministerio Sectorial competente,
ordenará notificar y citar a los terceros,
mediante publicación por una sola vez en
un periódico de circulación nacional y/o
local.

제156조 (제3자의 권리)
포기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비재생천
연자원부의 관할당국은 당사자에게 제3자가 해
당 포기에 동의했다고 증명하는 공문서의 제출
을 요청한다.
제3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비재생천연자원부의
관할당국은 제3자가 국가 및/또는 지역 배포
신문에서 단일 게시물을 통해 통보받게 한다.

Artículo 157. (Oposición) Constituyen causales
de oposición: la existencia de contratos
preparatorios, de prenda, de habilitación, de
arrendamiento, de explotación o de venta
de minerales y embargos, respecto a la

제157조 (이의제기)
포기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은 다
음과 같다 : 예비계약, 담보계약, 융자계약, 임
대계약, 채굴계약, 광물판매, 광업권에 대한 금
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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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ión que abarque las hectáreas mineras
materia de la renuncia.
En toda presentación de una demanda de
oposición, se procederá por la vía administrativa,
que deberá tramitarse ante la dependencia
competente del Ministerio
Sectorial, siendo su resolución apelable para
ante la instancia superior jerárquica. dentro
del término de cinco días contados a partir
de la notificación respectiva a las partes.

모든 의의제기는 행정적 해결을 위해 비재생천
연자원부의 관할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는 관련 당사자에게 결의안 통보 5일 이내에
계층 수준에 따라 청원될 수 있다.

Artículo 158. (Aprobación de renuncia)
Pronunciada la resolución que aprueba la
renuncia y perfeccionada que sea ésta por su
inscripción en el Registro Minero, el
interesado entregará a la dependencia
competente del Ministerio Sectorial, copia
certificada de tales actuaciones para fines
catastrales.

제158조 (포기의 승인)
포기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허가되면 해당 지역
에 대한 수정내용은 광업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포기 당사자는 비재생천연자원부의 관할
당국에 토지대장기록을 목적으로 관련 결의안
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DISPOSICIONES GENERALES

부칙

PRIMERA. Si como resultado de las actividades
a las que se refiere la presente ley. se
llegaren a descubrir minerales u otras sustancias
radiactivas, en concentraciones económicamente
explotables, el titular del derecho minero,
deberá comunicar el descubrimiento al
Ministerio Sectorial.

첫째
이 법에 명시된 작업의 결과로 인해 경제성을
지닌 채굴지역에서 방사성 광물 및 물질이 발
견된 경우 광산법의 소유자는 이를 즉시 비재
생천연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SEGUNDA. Las infracciones a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que no constituyan
causa de extinción de derechos mineros
serán sancionadas por el Ministerio Sectorial
o sus entidades adscritas en el marco de
sus competencias con una multa que no
podrá ser inferior a veinte ni superior a
quinientas remuneraciones básicas unificadas,
más el 0.1% de la inversión, según la
gravedad de la falta,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de carácter civil y penal en
que pudieran incurrir sus autores.
Se respetará, en todo caso, el derecho al
debido proceso. Las multas serán depositadas
en las entidades legalmente autorizadas para
recaudar tributos.

둘째
광업권의 종료를 야기하지 않는 위법행위는 비
재생천연자원부 혹은 관련 당국의 관할권에 의
해 처벌된다. 이는 위법의 심각성에 입각하여
최소 20, 최대 500 통합기본보수와 더불어 투
자금의 1%로 결정된다.
위반자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는 모든 경우
에 있어 존중된다. 벌금은 합법적 기관에 납부
한다.

564│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TERCERA. El Servicio de Rentas Internas
realizará la recaudación de los valores
correspondiente a las patentes y regalías a
las que se refiere esta ley, estando investido
para tal efecto de todas las facultades y
atribuciones que le otorgan la 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 el Código Tributario,
la Ley Reformatoria para la Equidad
Tributaria en el Ecuador y la presente ley.

셋째
에콰도르 IRS는 특허권과 로열티에 관한 금액
을 수금한다. 이는 국세법, 세법, 세금 공정성
을 위한 법률과 이 법률이 허가하는 모든 권력
과 직권을 갖는다.

CUARTA. Los actos administrativos que
넷째
extinguieron o caducaron concesiones mineras,
광업권의 종료 및 실효를 초래할 명령 N.6은
por efecto del Mandato No. 6, se encuentran
최종 행정행동이다.
ejecutoriados.
QUINTA. Todo daño ambiental
responsabilidad objetiva.

genera 다섯째
모든 환경피해는 객관적 책임을 야기한다.

SEXTA. Prohíbase todo tipo de actividad
minera en las zonas declaradas como territorios 여섯째
ancestrales de los pueblos en aislamiento 자발적 고립화 국민이 선조의 영토로 선언한
voluntario, de acuerdo a lo dispuesto en la 지역에서의 광업활동은 헌법에 의해 금지된다.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SEPTIMA. Los funcionarios y servidores
públicos que por cuya omisión operó el
silencio administrativo serán sancionados
administrativa y civilmente, según la gravedad
de la falta. En caso de comprobarse
presunciones de responsabilidad dolosa del
funcionario que por cuya omisión operó
dicho silencio administrativo, se podrá
presentar la acción judicial penal. En caso
de no emitirse en los términos indicados en
los artículos de la presente ley los actos
administrativos correspondientes se producirán
el silencio administrativo, el mismo que
deberá ser establecido mediante resolución
por la instancia judicial competente.

일곱째
태만으로 인해 행정 침묵을 야기한 관료는 범
행의 심각성에 입각하여 행정적⋅민사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범죄
행위는 소송에 제기된다. 관련 행정행위가 이
법에 약관되지 않을 경우 관할 사법당국의 결
의안에 의해 결정된 긍정적 행정 침묵으로 해
석된다.

OCTAVA. Para la provincia de Galápagos,
여덟째
única y exclusivamente se autorizarán permisos
건축 자재의 자유사용에 관한 허가는 독점적으
de libre aprovechamiento para materiales de
로 갈라파고스 지역에 한에 실시된다.
construcción.
DISPOSICIONES FINALES

종칙

PRIMERA (Derogatorias) Derógase la Ley 첫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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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nería 126, publicado en el Registro
Oficial No. 695, Suplemento de 31 de
mayo de 1991 y sus reglamentos y el Decreto
Ley 2000—Ley para la Promoción de la
Inversión y la Participación Ciudadana,
publicado en el Registro Oficial No. 690 de
18 de agosto del 2000, en cuanto reforma
la antes mencionada Ley de Minería, y
todas las disposiciones legales y reglamentarias
que se opongan a la presente ley.

1991년 5월 보충관보 N.695에 발표된 광업법
126과 규정, 2000년 8월 18일 공식 관보
N.690에 발표된 투자와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법령 2000은 폐지된다.

SEGUNDA (Vigencia) La presente ley entrará
en vigencia a partir de su publicación en el
Registro Oficial. Sus normas prevalecerán
sobre otras leyes y sólo podrá ser modificada
o derogada por disposición expresa de otra
ley destinada específicamente a tales fines.
En consecuencia no serán aplicables las
leyes o decretos que de cualquier manera
contravengan este precepto o los establecidos
en la Constitución. Dado y suscrito en la
sede de la Asamblea Nacional, ubicada en
el Distrito Metropolitano de Quito, provincia
de Pichincha, a los veinte y seis días del
mes de enero de dos mil nueve.

둘째 (효력)
이 법은 관보에 발표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그 기준은 다른 일반 혹은 특별법에 대해 보급
되고, 그러한 결과로 특별히 예정된 법률회사
에 의해 수정 혹은 폐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이 개념에 위반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
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09년 1월 26일 에콰도르 키토의 국
회에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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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Resource
Development in Venezuela, Bolivia, and
Ecuador
Kyung-Won Chung, Hee-Moon Jo, Nam-Kwon Mun, and Dong-Jae Yoo

Latin America not only possess abundant petroleum and natural gas but
also holds key mineral resources, such as iron, copper, zinc, bauxite, lithium,
and etc. Starting with Venezuela, the largest oil-producing country in the
region, most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Bolivia, Peru, and
Ecuador, have natural gas as well as metal and mineral resources.
As Latin America has emerged as a core target area to secure natural
resources,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this region has been
simultane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understanding the genuine nature of
investment and relative legislation, which could create de facto benefits from
investing activities and vitalize them, is still inadequate. This tendency derives
mostly from the fact that previously-conducted researches would emphasize
the acquisition of the general political,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argeted country. Based upon these antecedent studies, it is now
essential to conduct an in-dept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for resource
development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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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 this context, aim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various laws on resource development, focusing on three Latin
American countries (Venezuela, Bolivia, Ecuador) that have high richness of
natural resources.
A radical transformation in South American politics as of 2000 has
brought

about

consequent

changes

in

its

business

environment

and

resource-related legislation. This, in fact, signifies that unclear understanding
of this ever-changing legal system can cause hardship to successful trade and
investment.
By undertaking this research on analyzing the legal system that could
guarantee a safety net for the future investors,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assive investment in three countries due
to high investment risk in despite of increasing interest in their resource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which promote to branch out into variou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se countries, to establish profound investment strategies.
Venezuela, the number one oil-producing country in Latin America as
well as the holder of rich natural gas, carried out a resource nationalism after
Hugo Chávez came to power. Ever since,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have confronted radical chang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also turned into a new system. Venezuela still maintains
its strong resource nationalism that ensures state's full ownership over
country's natural resources legitimatized by the Hydrocarbon Law, enacted in
2001, and the Mining Law, enacted in 1999.
In the case of Bolivia, within the wave of political changes based on
civil society since 2000, several political incident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new Hydrocarbon Law in 2005, the emergence of Evo Morale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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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enous president in national history, in 2006, and the proclam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in 2009, have accelerated the transformations of legal
framework for the country. Regardless of international criticism of the
Bolivia's enlargement of market obstructiveness built on resource nationalism,
the country still has adhered to the direction of a state-oriented resource
development.
Likewise, Ecuador, which has proven the sixth-largest natural gas
reserves and the third-largest oil reserves in South America, has strengthen its
resource nationalism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on natural resources
since inauguration of Rafael Correa in 2007. Ecuador's new Mining Law of
2009 and the new Hydrocarbon Law of 2010 recognized nation's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hydrocarbons and minerals) as a national
strategic target, and elevated correspondingly state's control over them.
All three countries currently are not favorable to foreign investors in
their resource development. Although the Investment Law of each country
clearly indicates no sign of legislativ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he actual
laws in effect, such as the Hydrocarbon Law and the Mining Law, permits
solely the state-owned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It is, consequently, important to reduce investment risk that any of
private investors or companies could face by means of achieving leading
ac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inter-government agreements or
joint-projects o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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