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와 세금 관련 법률은 www.erca.gov.et/index.php/proclamation/39-income-tax#faqnoancho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Tax Administration Proclamation No. 976/2016, Income Tax Proclamation No. 983/2016이다. 에티오피아의 법인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범위별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다.

- ETB 0-7,200 : 0%
- ETB 7,201-19,800 :10%
- ETB 19,801-38,400 : 15%
- ETB 38,401-63,000 : 20%
- ETB 63,001-93,600 : 25%
- ETB 93.601-130,800 : 30%
- ETB Over 130,800 : 35%

에티오피아 재무부(Ministry of Revenue)는 각 회사가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지는 않고
매 2~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로컬기업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 대다수가 세무조사 후 영업이익에 대해 인정과
세(통상 연 매출액의 5~10%내외)를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Cost)으로 처리한 내역에
대해 에티오피아 재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에티오피아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기업에
서 자의적으로 비용처리를 함으로서 이익을 축소신고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아 인정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정과세에 대해 항소할 경우
인정과세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 부터 3주(21일) 내에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항소할 경우 인정과세액의 30%를 에티오피아 재
무부가 지정한 계좌에 공탁한 후 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재무부에 외투기업이 항소할 경우 정부로 부터의 부가세
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Federal Tax Administration Proclamation No. 983/2016의
54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Income Tax)와 관련된 내용은 www.erca.gov.et/index.php/proclamation/39-income-tax#faqnoancho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Income Tax Proclamation No. 976/2016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Income Tax)도 개인의 월 소
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 ETB 0-600 : 0%
- ETB 601-1650 : 10%, 월 ETB 60 기본공제
- ETB 1,651-3,200 :15%,월 ETB 142.5 기본공제
- ETB 3,201-5,250 : 20%, 월 ETB 302.5 기본공제
- ETB 5,251-7,800 : 25%, 월 ETB 565 기본공제
- ETB 7,801-10,900 : 30%,월 ETB 955 기본공제
- ETB Over 10,900 : 35%, 월 ETB 1,500 기본공제

개인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혹은 피고용주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www.erca.gov.et/index.php/proclamation/43-va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Proclamation
No. 285-2002, Proclamation No. 609-2008이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부가세율은 15%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https://chilot.me/wp-content/uploads/2011/11/reg-no-79-2002-value-added-taxregulations.pdf 혹은 Value Added Tax Proclamation No. 79-200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금액이 건당 ETB
50 이상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재무부(Min. of Revenue)는 비정상적 혹은 영수증 내역이 올바르지 않은 환급신청 건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한
상점이 에티오피아 재무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세무부의 늑장 처리로 인해 세금 환급이 지연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해주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소비세(Excise Tax) : 가장 보편적인 세금으로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물품 등에 부과.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
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은 5~500%를 적용. 정부의 주요 세수로서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특
히 중고차 수입 시 500%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19.6월부로 중고차 혹은 중고물품에 대한 30% 관세감면 조치가 폐지되면서 세금에 대
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물품세(Surtax) : 수입물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보조 및 물가수준을 낮추기 위해한 필요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 원천세(Withholding Tax) : 수입품목은 3%, 국내산 품목은 2%를 부과한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