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법인세(IS: Impôt sur les Sociétés) 부과 대상

일반적으로 튀니지 상법에 의해 튀니지에 설립된 국내법인 외국법인 및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공조합 등이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특이한 점은 해외에서 설립되어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튀니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부과
된다.

2) 법인세 산출

법인세는 회사 회계 장부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며 회사의 매출에서 회사의 모든 비용과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3) 법인세율

ㅇ 일반세율: 25%
ㅇ 할인세율
- 10% 적용: 수출을 통해 취득한 이익, 수공업·농업·어업 분야, 청년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를 위한 협동 조합
에서 발생한 이익
- 20% 적용: 주식의 30%의 이상을 튀니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20% 할인세율 적용
ㅇ 특별세율
- 35% 적용: 금융, 이동통신, 보험, 원유생산, 정유, 교통 및 대형유통망 등의 업종에 적용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 (Impôt sur le Revenue des Personnes Physiques) 부과대상

튀니지에 거주하면서 튀니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튀니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튀니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에게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2) 소득세율

- 과세표준 5,000 디나르 이하 : 0%
- 과세표준 5,000.001 디나르 이상 20,000디나르 이하 : 26%
- 과세표준 20,000.001 디나르 이상 30,000디나르 이하 : 28%
- 과세표준 30,000.001 디나르 이상 50,000디나르 이하 : 32%
- 과세표준 50,000 디나르 이상 : 35%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 수입품, 공산품 및 각종 서비스, 식품 그외 정부의 가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유류, 주류, 담배, 성냥, 학습용 공책 등)이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된다.

ㅇ 부가가치세율
- 일반세율 : 18%
- 6% : 각종 의료 관련 서비스, 교통 관련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12% : 전기, 유류제품, 변호, 공증, 회계 등 서비스

특별소비세
ㅇ 소비세(Droit de Consommation) 부과대상
- 9인승 이상 차량, 유류, 담배류, 와인, 맥주 등 주류

ㅇ 소비세율
- 소비세는 제품에 따라 10%에서 최대 267%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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