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Sarl), 주식회사(SA) 등을 세
울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법인은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현지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그러나 현지 법 규정이 적용되고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처음 설립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은 튀니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회사의 형태로서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
가 가장 많다.

지사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중요한 계
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사가 주요 계약에 일일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창출 수익에 대해 어디까지 현지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현지 조세당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 전 현지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하기에는 적합한 형태이다. 설립이 간
단한 장점이 있지만. 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ㅇ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SA)
ㅇ 최소 주주: 7명 이상
ㅇ 최소자본금: 최소 자본금 5,000디나르
ㅇ 주주의 책임: 참여지분 만큼의 책임

유한책임회사
ㅇ 유한회사: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ㅇ 최소주주: 2명 이상
ㅇ 최소자본금: 최소 자본금 1,000디나르. 주당 액면가 최소 5디나르
ㅇ 주주의 책임: 참여지분 만큼의 책임

개인사업자
ㅇ 1인 회사
ㅇ 최소자본금: 없음
ㅇ 회사 대표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합명회사
ㅇ 합명회사: Société en nom colletif
ㅇ 최소주주: 2명이상 50명 이하
ㅇ 최소자본금: 없음
ㅇ 주주의 책임: 무한책임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KPMG Tuni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16 71 194 344
Les berges du lac, Tunis
https://home.kpmg.com/tn/en/home.html
없음

ㅇ PWC Tunis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16 71 160 000
Rue du lac d'Annecy, Tunis
https://tunisie.pwc.fr/
없음

ㅇ Healy Consultants Group PL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5 6735 0120
Residence Ines, Boulevard de la Terre, Appart B 5.2, Centre Urbain-Nord 1003 Tunis
https://www.healyconsultants.com/
email@healyconsultants.com
없음
<자료원 : 각 회계법인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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