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등록은 2001년 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등록이 규제된다.

모리셔스는 2018년 이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센스 1과 2(GBL 1 and 2)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OECD 가이드 라인에 따라
2016년부터 세무법 변경이 발의되어 2018년 8월에 개정안이 국회 승인을 득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센스(GBLs)로 통합되었다. 글
로벌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모리셔스 국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발급한다. 모리셔스 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이 부과되나,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인 설립조건은 1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고, 최소 2명의 이사(directors)를 두며, 이들은 반드시 모리셔스 내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모리셔스 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모리셔스 파이낸스서비스국(FSP)의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며, 해외 기업들과 이뤄진 영업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이 부과된다(현지기업은 15%를 부과함).

지사
모리셔스는 외국인 기업에게 1명의 거주자 대표와 등록 사무소가 있다면 지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업 범위는 모기업에 의해
결정되며, 현지 모리셔스 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표준 법인세율 15%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매년 재
무제표 제출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
기본 등록절차는 지사와 동일하다.
투자진출 형태별 상세한 정보는 모리셔스 내 컨설팅 회사가 제공하는 https://www.healyconsultants.com/mauritius-companyregistration/setup-llc/를 참조하면 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상호명 확인
- 상호명을 회사등록소(Companies Divison)에 신청 후 등록 확인(24시간 소요)
- 상호명 등록 신청서 확인(http://www.gov.mu/portal/site/compdivsite/menuitem.f2790fe6c42e64c9b3347524e2b521ca/)
- 제출한 상호명이 사용 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주며 2달간 유효하다.

ㅇ 회사 등록
- 개인회사의 경우 등록 신청 시 2,000루피를 지불하고 매년 2,000루피를 회사등록처에 지불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등록 시
9,000루피, 매년 9,000루피를 지불(등록 신청양식은 http://mpl.intnet.mu/application_forms.htm 참조)
- 회사등록처와 상업등록소(Commerical Registry)에 같이 등록해야 하며 비즈니스 등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온라인으로도 등록

신청 가능)
- 상업등록소에 등록되면 관세청 및 지방 관련 사무소에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 관세청 등록 불요

ㅇ 정부기관 현장 확인
- 사업용 사무실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다.
-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면 상업등록소에서 위생관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성, 환경청 등 관련기관에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통보하며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3)에 의거 관련 기관들이 사전 통보 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ㅇ 등록비용 지불
- 관련 기관의 현장 검사 후 승인을 득하면 사업 시작 후 15일 이내 또는 회계연도 7월 15일 이전에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 지연될 경
우는 50%의 지연금을 추징한다.

ㅇ 사회보장국에 가입
- 가입 신청서와 함께 고용계약서, 고용자등록증, 회사등록증과 함께 제출한다.

ㅇ 회사 관인 제작

유한책임회사
모리셔스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시 최소 1명의 주주(모든 국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및 1달러의 주식 자본금 및 1명의 이사(거주자)를 필
요로 한다. 회사는 매년 15%의 모리셔스 법인세를 물게 된다.
이 형태는 현지 사업체 설립에만 사용해야 하고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상기 '주식회사' 절차를 따른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Ernst &Young Mauritiu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30 202 4777
Level 20, Newton Tower, Sir William Newton Street, Port Louis
https://www.ey.com/mu/en/home
없음

ㅇ KPMG Mauritiu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30 207 8831/32
Address 30, St George Street, Port Louis
https://home.kpmg.com/mu/en/home.html
없음
<자료원 :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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