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면적

1,100,400 ㎢ (자료원 : World Bank, 2018 기준)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인구

105,000,000 명 (자료원 : World Bank, 2018 기준)

민족(인종)

ㅇ 셈족(Semites)계와 햄족(Hamitic)계 후예로서 오로모족 35%, 암하라족 27%, 티그레이족 6% 등 약
80개 종족
ㅇ 종교적으로는 정교(Orthodox)와 이슬람교(Muslim)가 약 55:45로 추산되며 지방지역의 경우 이슬람교
의 비중이 높은 편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자음 33자 모음 7자로 된 고유 표음문자 사용), 영어 및 기타 지역 부족어

종교

에티오피아 정교(Orthodox) 50%, 회교 40% 이상, 기타 토착 종교

기후

ㅇ 고지대는 연중 쾌적하고 저지대는 열대기후로 다습하다. 고원지대는 Afro-Alpine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
변화가 적다(평균 16~22℃).
ㅇ 우기, 건기의 장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기로 분류한다. 우선 온건기(Bega)는 4~5월, 대우기
(Kiremt)는 6~9월, 냉건기(Meher)는 10~1월, 소우기(Belg)는 2~3월까지임.
ㅇ 연평균 강우량은 1,000~1,500㎜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우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 우기철에도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한 가뭄을 초래하기도 함.

국가원수

ㅇ 국가원수: 사흘레-워크 쥬드 (Mrs. Sahle-Work Zewde) 대통령(2018년 10월 25일)
ㅇ 행정수반: 아비 아흐메드(Dr. Abiy Ahmed) 총리(2018년 4월 2일)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3-12-23 (자료원 :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의료협력협정

1968-12-31

에티오피아 대민의료 지
원등

경제기술협정

1992-12-31

양국 경제 및 기술협력
확대

봉사단파견협정

1996-12-31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지
원 및 KOICA 에티오피
아 사무소 설립근거 마련

문화협정

1998-12-31

양국간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

스포츠교류협정

1999-12-31

양국간 스포츠 협력 증진
및 교류확대, 태권도 전
파 및 스포츠인 양성 등

무역협정

2002-06-03

무역활성화 및 에티오피
아 투자진출 협력 강화

EDCF 협정

2017-07-08

에티오피아 유상차관 공
여확대

이중과세방지협약

2017-10-30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및
기타 적용범위 확인 등

비고

<자료원 : 주한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450 명 (자료원 : 주한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는 직접적인 정치 이슈가 없으나 2018년 4월 취임한 Abiy Ahmed 총리의 최근까지 행보와 주요 활동을 위주로 향후 한국과의 정
치적 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Abiy Ahmed 총리는 신속한 대내외 행보를 통해 정국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 지난 20년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 있던 에리트레아와 취임 후 3개월 만에 종전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방순
회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로 흉흉해진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였다.

현재 양국 대사관 재개설, 국경지대 군사 철수 등 국교 정상화 작업을 기 완료하고 에리트레아 2개 항구(Massawa, Assab) 접근도로 개
보수 및 각종 경협사업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한 이전 총리 사임(2018년 2월) 후 선포된 6개월 시한의 국가 비상사태도 4개월 만에
조기 종료시켰다.

정부조직 개편, 국영기업 구조조정, 주요 포스트에 대한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해 그간의 비효율부정부패 척결과 뒤처진 경제성장에 총력
을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부처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20개 장관급 부처로 개편하고, 10개 부처에는 외부출신 여성 관
료를 수장으로 임명, 기존의 부조리와 적폐세력 퇴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에티오피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주요 기관장 자리도 여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비효율 국영기업은 민영화하고 Ethio Telecom(통신), Ethiopian Airline(항공) 등 건실한 국영기업도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국방부 산하 최대 국영기업 MeTEC을 군수 및 민간사업부로 분리축소하고 비리
에 연루된 전현직 군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예고하였다.

한편 Abiy Ahmed 총리 취임 후 정치사범 및 장기 복역수에 대한 대사면을 실시하여 민심 달래기 및 하나된 에티오피아를 강조하면서 여
론을 결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총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근들어 군부의 동요 및 지방지역의 독립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19.6.22일 암하라(Amhara) 주정부군의 쿠테타 시도로 군 참모총장과 암하라 주지사가 저격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으며, 7.18일 에티오피아 남부 시다마(Sidama) 지역의 독립선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등을 감안하면 향후 에티오피아의 정
세 안정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며 정세불안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규모는 1.5~2억 달러(수출 1억 달러, 수입 6천만 달러 내외)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임에
도 교역규모는 다소 제자리 걸음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가 중심의 시장, 높은 물류비, 더딘 L/C 개설, 실질 구매력 부족 등 시장진출 저
해요인들이 많으며 에티오피아의 원활한 외환수급 여부가 수출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급락으로 인해 외환사정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도 등락을 거득하고 있으며,
외환부족은 현재도 지속되어 기존 수출업체 외에 신규 수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최근까지 수입금지에 가까운 정부의 외환통제로 인해 수입업계가 줄도산함
에 따라 2019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는 무분별한 수입통제가 오히려 건설제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
는 비난 여론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현재까지의 수입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티오피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의 외환배정 지연에 따른 L/C개설
지연 등의 악영향으로 인해 과거대비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교역품목으로 한국은 화학제품, 건설중장비 등 건설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커피, 참깨, 화초류 등 주로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건설업의 지속적인 호황으로 인해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이 3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동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건설중장비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고가의 장비 수입에 대한 외환배정이 매우 인색하고 L/C 개설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커피는 총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가체프 등 프리미엄 커피 수요 증가 및 한국의 커피시장 확대로 인
해 2014년부터 수입액이 4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문화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 우방국으로서 흔히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칭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념탑이 건립되어
참전기념일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태권도 보급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K-POP 열풍에 따라 K-POP 동호회(약 300명 추정)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
국문화역사 퀴즈대회, 전 세계 K-POP 경연대회에 에티오피아 대표팀을 선발 파견하는 등 한국 문화가 더욱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며
2019년 4분기 경에도 K-POP 경연대회 및 한국문화주간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2014

2015

2016

2017

2018

10.3

10.4

8

10.86

-

55.51

64.68

73.15

80.87

83.84

1인당 GDP
(PPP, $)

1,650.15

1,812.26

1,947.47

2,165.38

2,344.23

정부부채
(% of GDP)

46.8

54.01

53.24

54.2

59.49

7.4

10.12

7.27

9.92

12.73

실업률
(%)

-

-

-

-

-

수출액
(백만$)

3,213.96

2,948.51

2,785.17

-

-

수입액
(백만$)

13,354.55

16,073.66

16,243.72

-

-

무역수지
(백만$)

-10,140.59

-13,125.15

-13,458.55

-

-

3,525.24

3,827.2

3,022.15

3,035.6

3,977.6

-

-

-

-

-

19.59

20.58

21.73

23.87

27.43

명목GDP
(십억$)

물가상승률
(%)

외환 보유고
(백만$)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제2위 인구대국으로서 대규모 잠재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제
2차 경제개발계획(GTP II, 2016~2020년)을 추진 중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1천 달러 이하이나 총생산은 연간 7~10%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최근 성장률(WB) : 10.4%(2015년) ⇢ 7.6%(2016년) ⇢10.3%(2017년) ⇢ 8.0%(2018년)⇢ 8.5%(2019년, 예상)하
고 있다.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과 수출
품목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 수출(USD) : 30억(2014년) ⇢ 27억(2015년) ⇢ 27억(2016년) ⇢ 29억(2017년) ⇢ 26억(2018년) ⇢ 28억(2019년 예상)
- 수입(USD) : 110억(2014년) ⇢ 147억(2015년) ⇢ 163억(2016년) ⇢ 150억(2017년) ⇢ >100억(2019년 예상)
- 투자유치(USD) : 1.9억(2014년) ⇢ 2.5억(20’15년) ⇢ 1.2억(2016년) ⇢ 5.3억(2017년) ⇢ 5.5억(2018년 예상) ⇢ 5.0억

(2019년 예상)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 인프라 건설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내외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대외채무(대외부
채)는 GDP 대비 32%(USD 235억) 수준이다. 이 중 2016년 기준 총 국가부채는 420억 달러(GDP 대비 57.9%)이며 2010년 대비
350% 증가하였다. GTP II(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 경제성장 11% 달성을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비용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구입, 공장 건설을 위한 국영기업 상업차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IMF의 개발도상국 국가부채 한계점은 GDP 대비 50%선으로 이미 한계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외부채 중 다자간 차입
(WBAfDB 등 국제기구) 39%, 양자간 차입(국가별 유상차관) 34%, 상업차관(주로 中 수은공급자 신용) 27%이며, 의회에서 차관 승인
에 대해 엄격히 통제 중이나 낮은 외환보유고(1.8개월 수입분)와 차관 만기상환 부담 등을 감안 시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만성적인 무역적자,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정부의 외환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 필요한 외환배정
은 갈수록 인색해지는 상황인데 5천 달러 이상의 수입 건에 대해서는 L/C 거래를 의무화하였으나 최근 L/C 개설 시 9~10개월 이상 소요
되고 있으며, L/C 개설 이자율도 인보이스 대비 6~10% 내외로 상승하였고 L/C 개설 이자율 외에 총 금액의 10~15% 가까운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소비재, 의약품 등 정부 훈령품목을 우선시해, 연관성이 낮을수록 L/C 개설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L/C 결제 시에도 큰 금액은 만기시점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 에티오피아 개설은행의 L/C매입은행(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지
연으로 선 결제한 국내기업이 패널티를 부담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모기업의 경우 에티오피아 L/C를 한국의 은행
에서 선 결재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이후 에티오피아 상업은행의 송금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결재은행에 수출대금을 반환하고 이에대한
패널티 까지 납부하여 일부 한국 은행에서는 에티오피아 L/C 결재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 전망
최근 2년간 두 차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10%대의 경제성장은 불가한 상황이나 2018년 4월 Abiy 총리 취임 이후 민심 안정 및
개혁개방 노력으로 인해 8.5% 성장이 예측된다. 특히 2018년 9월 실시한 IMF 연례협의(IMF 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대다수 거
시경제 지표는 부정적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의 감소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높이 평가하였고 국가 비상사태는 2018년 6월 조기종료
하여 외국인직접투자도 1.2억 달러(2016년, 국가 비상사태) ⇢ 5.3억(2017년)으로 급등한 상황이다. 또한 2018년 10월 에티오피아 해
외동포(200만 추산)를 위한 신탁펀드 개설로 외화유입 확대가 예상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2016/2017 회계연도의 8.2%에서
2017/2018 회계연도에는 6.4%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폐쇄적 발전의 원인으로 비난받던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 지분 취득 및 서비스 산업(통신, 물류 등)에 대한 외국
인 직접투자 허용도 검토 중인데, 2018년 에티오피아 담배공사 및 주정공사 완전매각 후 Ethio Telecom(통신), Ethiopian Airline(항공)
등 건실한 국영기업의 지분취득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도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국영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정부의 외환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비판 여론도 분분한 상황이다.

2018년 11월 승인된 54억 달러 규모의 14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외국기업의 관심과 참여
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력의 경우 150~800MW 규모의 11개 수력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평균 3.9억 달러)에 43억 달러, 도로는
3개 건설사업(평균 3.6억 달러)에 11억 달러로 추정되며, PPP사업의 최대 이슈인 발전차액(혹은 사용료 회수)은 WB가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될지는 미정이나 민간기업의 리스크 감소를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
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열악한 제조업,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무역적자 심화로 외환부족(L/C개설), 대외채무 확대 및 미진한 투자환경 개선은 여전히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만성적 외환부족에 따라 L/C 개설 신청 후 통상 6~7개월 소요 (10만 달러 내외 기준
)되고, 개설시점을 가늠하기도 불가하며 1백만 달러 이상의 L/C는 통상 1년 내외 소요된다. 두 번째로, 2018년 1월 IMF 채무지속가능성
분석(DSA) 결과 고위험(High Risk)군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수출정체, 비양허성 차입 만기도래 시 수출액 대비 현 외채가치 및
원리금 비율이 상승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B에서 매년 실시하는 ‘Doing Business’ 순위에서도 하위 20%내

에서 정체 중인데 최근 4년간 순위는 146위(2016년) ⇢ 159위(2017년) ⇢ 161위(2018년) ⇢ 159위(2019년)로 하향세에 있으며 르
완다(29위), 케냐(61위), 우간다(127위) 등 인근국 대비 열세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의 경재난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중소 제조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산
업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Doing Business 순위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라이선스(사업자등록증) 개설시한
단축, 국영 산업공단의 조속한 완공 및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 완비, 국영 산업공단내 비자, 노무, 세관 등 각종 행정업무 편의제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쿠웨이트

800,740,980

2

소말리아

707,248,235

3

사우디아라비아

571,903,378

4

중화인민공화국

533,171,812

5

네덜란드

526,555,911

6

독일

320,232,310

7

미국

185,308,481

8

지부티

172,853,414

9

스위스

158,758,861

10

일본

144,370,99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소말리아

671,746,580

2

쿠웨이트

643,145,934

3

네덜란드

535,021,422

4

중화인민공화국

378,491,348

5

사우디아라비아

357,138,250

6

독일

321,927,178

7

미국

277,817,908

8

지부티

213,301,008

9

스위스

160,324,988

10

아랍에미리트

124,501,81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69,446,868

2

사우디아라비아

167,111,227

3

독일

148,318,495

4

스위스

130,810,096

5

중화인민공화국

88,693,600

6

아랍에미리트

86,025,777

7

파키스탄

75,996,657

8

일본

59,842,063

9

이탈리아

58,828,850

10

벨기에

53,425,17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81,717,609

2

독일

169,902,497

3

네덜란드

163,394,530

4

벨기에

90,712,343

5

스위스

85,643,183

6

영국

73,048,285

7

이탈리아

66,450,433

8

프랑스

44,589,890

9

인도

42,495,527

10

인도네시아

36,544,43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808,429,600

2

쿠웨이트

1,799,215,749

3

사우디아라비아

1,612,688,745

4

인도

1,198,461,350

5

미국

767,999,610

6

일본

754,811,933

7

이탈리아

608,999,463

8

인도네시아

461,130,149

9

터키

453,327,402

10

독일

417,690,781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166,912,395

2

Areas, nes

5,790,721,447

3

쿠웨이트

1,473,881,716

4

인도

1,358,584,873

5

미국

1,060,483,018

6

일본

917,411,827

7

스웨덴

718,340,355

8

이탈리아

640,662,390

9

터키

623,632,974

10

사우디아라비아

590,721,31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095,987,645

2

미국

1,681,886,324

3

인도

1,425,330,717

4

쿠웨이트

1,062,332,437

5

일본

797,179,318

6

이탈리아

764,671,935

7

터키

684,801,787

8

스웨덴

508,846,480

9

아랍에미리트

473,132,883

10

바레인

430,231,01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프랑스

725,691,666

2

인도

683,730,087

3

영국

361,451,883

4

터키

312,237,594

5

독일

291,804,223

6

이탈리아

276,220,333

7

네덜란드

266,050,107

8

싱가포르

205,867,322

9

미국

195,784,898

10

벨기에

176,624,27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078,373,120

2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1,023,583,847

3

120740

참깨

714,545,764

4

070999

기타

567,292,969

5

060311

장미

560,713,136

6

010229

기타

207,474,178

7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

182,909,741

8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156,260,163

9

020450

산양의 고기

78,138,881

10

060210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68,965,44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

271019

기타

693,185,865

3

060311

장미

598,122,092

4

070999

기타

568,165,124

5

120740

참깨

474,398,361

6

010229

기타

174,830,709

7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57,963,921

8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Phaseolus vulgaris)]

130,386,878

9

020450

산양의 고기

97,393,799

10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74,768,660

1,017,108,61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1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714,836,679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28,805,730

3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Phaseolus vulgaris)]

107,577,824

4

020450

산양의 고기

93,474,203

5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

67,238,315

6

071390

기타

46,256,520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

42,268,663

7

품목명

금액($)

8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
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
(reticle) 검사용

33,852,521

9

411310

산양의 것

27,260,092

10

640590

기타

25,830,98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460,323,226

2

060311

장미

160,760,406

3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52,774,807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9,013,585

5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36,651,636

6

120740

참깨

32,512,507

7

120190

기타

32,372,429

8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25,281,962

9

640399

기타

24,838,445

10

120799

기타

23,352,315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567,341,850

2

151190

기타

447,805,369

3

851770

부분품

363,149,105

4

730820

탑과 격자주

296,240,750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92,636,347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73,692,800

7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271,206,947

8

100199

기타

187,317,536

9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ㆍ리브ㆍ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180,295,901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8,148,71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255,312,792

2

851769

기타

561,226,824

3

151190

기타

541,182,921

4

151110

조유

477,068,233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25,638,560

6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393,063,871

7

851770

부분품

376,013,220

8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13,143,326

9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
(semi-diesel)]의 것

306,312,372

10

300490

기타

292,606,998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924,369,413

2

151190

기타

522,509,620

3

852359

기타

408,393,771

4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05,312,467

5

310590

기타

361,705,207

6

840710

항공기용 엔진

340,779,563

7

300439

기타

337,619,793

8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282,150,171

9

300490

기타

272,196,326

10

730890

기타

272,036,67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57,231,944

2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303,948,177

3

300490

기타

222,454,495

4

100199

기타

162,546,031

5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
(rib)ㆍ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

133,711,091

6

151190

기타

123,635,946

7

851770

부분품

111,385,879

8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74,706,916

9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59,824,471

10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51,648,914

<자료원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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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113

55

58

2016

97

53

44

2017

114

62

52

2018

105

54

51

2019

48

24

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7

0

17

2

2140

합성수지

20

0

20

3

7251

건설중장비

16

0

16

4

2262

의약품

3

0

2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9

0

8

6

7411

승용차

4

0

3

7

8361

평판디스플레이

0

0

0

8

8352

축전지

2

0

1

9

3204

타이어튜브

1

0

0

10

1339

기타석유제품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2

0

12

2

2140

합성수지

8

0

8

3

7251

건설중장비

4

0

4

4

2262

의약품

4

0

4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

0

3

6

7411

승용차

2

0

2

7

8361

평판디스플레이

2

0

2

8

8352

축전지

1

0

1

9

3204

타이어튜브

1

0

1

10

1339

기타석유제품

1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48

-49

2

0122

화초류

0

2

-2

10

9610

보석

0

0

-1

6

3319

기타가죽

0

0

-1

7

4411

편직제의류

0

0

-1

8

4331

순면직물

0

0

0

9

4412

직물제의류

0

0

-1

4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0

0

-1

3

8123

무선송수신기

0

0

0

5

4490

기타섬유제품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6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23

-23

2

0122

화초류

0

1

-1

10

9610

보석

0

0

0

6

3319

기타가죽

0

0

0

7

4411

편직제의류

0

0

0

8

4331

순면직물

0

0

0

9

4412

직물제의류

0

0

0

4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0

0

0

3

8123

무선송수신기

0

0

0

5

4490

기타섬유제품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브룬디, 코모로, 민주콩고, 지부
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
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
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 세이쉘, 수단, 스와질란드, 우
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아프리카 19개국

1994-01-01

2000-01-01

에티오피아-예멘 투자자보호협
정

예멘

1994-04-15

2000-04-15

에티오피아-이탈리아 투자자보
호협정

이탈리아

1994-12-23

1997-05-08

에티오피아-쿠웨이트 이중과세
방지협약

쿠웨이트

1996-09-14

1997-10-23

에티오피아-쿠웨이트 투자자보
호협정

쿠웨이트

1996-09-14

1998-11-12

에티오피아-중국 투자자보호협
정

중국

1998-05-11

2000-05-01

에티오피아-스위스 투자자보호
협정

스위스

1998-06-26

1998-12-07

에티오피아-말레이시아 투자자
보호협정

말레이시아

1998-10-22

1996-06-04

에티오피아-러시아 이중과세방
지협약

러시아

1999-11-26

2000-11-30

에티오피아-수단 투자자보호협
정

수단

2000-03-07

2001-05-15

에티오피아-터키 투자자보호협
정

터키

2000-11-16

2005-03-10

에티오피아-튀니지 투자자보호
협정

튀니지

2000-12-14

2008-10-02

에티오피아-덴마크 투자자보호
협정

덴마크

2001-04-24

2005-08-21

에티오피아-알제리 투자자보호
협정

알제리

2002-04-06

2005-11-01

에티오피아-튀니지 이중과세방
지협약

튀니지

2003-01-23

2006-12-20

에티오피아-네덜란드 투자자보
호협정

네덜란드

2003-05-16

2005-07-01

에티오피아-프랑스 투자자보호
협정

프랑스

2003-06-25

2004-08-07

에티오피아-이란 투자자보호협
정

이란

2003-10-21

2004-12-15

에티오피아-이스라엘 투자자보
호협정

이스라엘

2003-11-26

2006-02-15

에티오피아-독일 투자자보호협
정

독일

2004-01-19

2006-05-04

에티오피아-리비아 투자자보호
협정

리비아

2004-01-27

2004-06-25

에티오피아-이스라엘 이중과세
방지협약

이스라엘

2004-06-02

2006-12-12

에티오피아-호주 투자자보호협
정

호주

2004-11-12

2005-11-01

에티오피아-스웨덴 투자자보호
협정

스웨덴

2004-12-10

2005-10-10

에티오피아-핀란드 투자자보호
협정

핀란드

2006-02-23

2007-05-03

에티오피아-이집트 투자자보호
협정

이집트

2006-07-27

2010-05-27
55개 가입국중 '19.7월 현재
27개국이 비준 완료 : 부르키나
파소, 챠드,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적
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
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케냐,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 니제르, 르완다, 사하라아랍민
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세
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우간다, 짐바브웨

범아프리카무역공동체
(AfCFTA)

아프리카 55개국

2019-04-29

2019-05-30

에티오피아-체코 이중과세방지
협약

체코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에티오피아-이탈리아 이중과세
방지협약

이탈리아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에티오피아-터키 이중과세방지
협약

터키

2000-12-31

에티오피아-프랑스 이중과세방
지협약

프랑스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에티오피아-남아공 이중과세방
지협약

남아공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에티오피아-예멘 이중과세방지
협약

예멘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에티오피아-루마니아 이중과세
방지협약

룰마니아

2000-12-31

2000-12-31

정확한 체결일자 및 발효일자는
파악 불가로 2000년 12월
31일로 입력

<자료원 : 에티오피아 외교부(www.mofat.gov.et)>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에티오피아-러시아 투자자보호협
정

러시아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0.2.10)

에티오피아-벨라룩스 투자자보호
협정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3.7.1)

에티오피아-나이지리아 투자자보
호협정

나이지리아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4.1.19)

에티오피아-인도 투자자보호협정

인도

에티오피아-남아공 투자자보호협
정

남아공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8.3.18)

에티오피아-스페인 투자자보호협
정

스페인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9.3.17)

에티오피아-적도기니 투자자보호
협정

적도기니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9.6.11)

에티오피아-영국 투자자보호협정

영국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9.11.19)

에티오피아-모로코 투자자보호협
정

모로코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16.11.1)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07.7.5)

비고

에티오피아-UAE 투자자보호협정

에티오피아-브라질 투자자보호협
정

UAE

브라질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16.12.3)
체결 후 미발효(체결일 :
2018.4.11)

<자료원 : 에티오피아 외교부(www.mofat.gov.et)>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및 금지 권한을 갖고 있다.

ㅇ 항시적인 수입금지 품목
- 중고의류
- 정상적인 은행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상품
- 에티오피아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되는 무기류
- 기타 에티오피아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비정상적 제품 등(성인물, 향정신성의약품, 무전기기, 워키토키 등)

ㅇ 정부 수입독점 품목 및 규제품목
- 에티오피아 통신공사(Ethio Telecom): 통신기기
- 국방부: 무기류
- 에티오피아 담배공사: 담배
- 에티오피아 석유공사: 오일(가솔린, 디젤을 수입 Oil Libya 등 전국적 주유소 체인 기업에 공급)
- 방사선 방출 혹은 기기 혹은 관련 제품
- 전자기기: 모든 전자기기 수입은 영수증 등을 동봉해야 함.
· (참고) 여행자 물품 반입 허용범위 : 2017년 10월부터 여행자 반입 허용품목에 TV(1대), 카메라(1대), 휴대전화(1대) 추가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ㅇ 표준 인증 개요
- 품질인증서(Product Certification):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질인증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적이다
-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에티오피아품질표준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에서 시행하고 있다.
- 승인 또는 인가(Accreditation): 승인 및 인가는 의료(보건), 식품, 건설과 같은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다. 현재 QASE로부터 인증을 받
은 1개 기관(Ethiopia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y)이 운영 중으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ISO 9001 인증을 획득한다.

ㅇ 관련 기관: 에티오피아품질표준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
- 1970년에 설립된 에티오피아 정부기관으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규제를 담당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도 담당하고 있다.
- QSAE는 아래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한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R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적합성 평가의 경우 수입 품목에 따라 아래의 기관도 이용 가능하다.
· Building Design Enterprise
· Addis Ababa University Faculty of Technology
· Ethiopian Health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ㅇ 라벨 및 마킹 요구사항
-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돼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의 에티오피
아 품질표준 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에서 담당하고 있다.

ㅇ 주요 제품별 인증관련 사항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세부정보 안내 : 에티오피아 식약처 (http://www.fmhaca.gov.et/e-service)

TBT
에티오피아는 기술장벽으로 꼽힐 만한 기술규제 혹은 환경규제는 없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Custom Duty), 특별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
지세(With Holding Tax) 등 5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ㅇ 수입관세(Custom Duty) : 0%, 5%, 10%, 20%, 30%, 35%의 6가지 세율이 적용되며 CIF 가격에 적용된다. 원자재, 반제품, 생
산용 제품 및 공공을 위한 제품(버스 등) 등에는 세율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0~10% 혹은 반제품의 경우 20%). 하지만 개별 소비 목적의
소비재 혹은 완성재의 경우 세율이 높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재에는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된다.

ㅇ 특별소비세(Excise Tax):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세금 종류로서 주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물품 등에 부과됨.
가령,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 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은 10, 20, 30, 33, 40, 50, 60, 75, 80, 100%가 적용된다.
이 세금은 정부의 주요 세수가 되기도 한다. 또한 동 제품군은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Excise Tax의 계산법
은 현지 생산의 경우 생산비용에 세율을 곱한 값이고, 수입품의 경우 (CIF+수입관세)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ㅇ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된다. 세금 액수는 (CIF+수입관세+Excise
Tax)의 15%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한다.

ㅇ 물품세(Surtax): 수입품목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의 목적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가격보조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기
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보조정책, 즉, 식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된 세목임. 금액은 (CIF+수입 관세+Excise Tax+ VAT)의 10%이다.

ㅇ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3%, 기타 소비에 대해서는 2%가 부과된다. 동 세금은 소득세에 대한 보증 역
할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에티오피아 재무부(Ministry of Revenue) 산하 연방관세국(Federal Customs Commission)에서는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ㅇ http://www.erca.gov.et/index.php/tax-calculator 접속
ㅇ HS-Code 및 가격, 중량, 보험료, 기타 정보 등을 입력하면 관세율 및 관세 등 계산 가능

한편 연방 관세국의 자의적인 HS코드 해석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항소 절차가 신설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락처 및 관련정보의 링
크는 아래와 같다.
ㅇ 전화 : +251 116 629 887/96
ㅇ 웹사이트 : www.erca.gov.et
ㅇ 관련정보 : https://chilot.files.wordpress.com/2016/06/tax-administration-proclamation-english.pdf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제품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제품은 Djibout(지부티) 항에 도착하여 보통 에티오피아 내륙항인 Modjo
Port(모조 항), Kality Port(깔리티 항)로 옮겨진 후 크게 3단계를 거쳐 수입통관을 마친다.

ㅇ (1단계) 수입통관서류 제출 : BL, 제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운송장, 은행허가서(Bank Permit), 기타 필요할 경우 에
티오피아 정부부처 발행 서류
ㅇ (2단계) 수입통관물품 확인 : 에티오피아 관세청(Customs Commission)에서 제출서류와 제품 대조
ㅇ (3단계) 통관물품 검사 : 일부 잦은 수입 혹은 정부물품일 경우 간이조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만
약 서류상의 HS코드가 관세청이 판단 하기에 제품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청이 결정한 HS 코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통관관련 규정은 Custom Proclamation No. 859/2014, Chapter 3 (Custom Procedures For Clearance of
Goods)이며 통관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재무부(Ministry of Revenue) 산하 연방 관세국(Federal Customs
Commission)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ㅇ 전화 : +251 116 629 887/96
ㅇ 웹사이트 : www.erca.gov.et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통관서류의 꼼꼼한 준비를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 관세청의 경우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서류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통관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서류상의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꾸며 다시 신청해야 하
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경우 신용장(LC) 거래를 통해 제품이 수입되는 것이 보통인데, 바이어가 급하게 물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물건을 보내달라는 요청만 듣고 물건을 보냈으나 내륙항 도착 후 60일이 지나도 통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품
을 관세청에 압류 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들어 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바이어에게 물건을 선적한 후 해상운송 기간중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보통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 Commercial Bank of Ethiopia)에서 신용장 개설 전 선적되었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
송시킨 후 다시 선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ETHIOPIAN SHIPPING &LOGISTICS SERVICE ENTERPRISE
주소
전화번호

St., Laghar, Old maritime Building, Addis Ababa, Ethiopia
+251 115 524 813

이메일
홈페이지

esl@ethionet.et
http://www.ethiopianshippinglines.com.et

ㅇ MACCFA FREIGHT LOGISTICS PL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MACCFA House, second floor In front of St. Joseph Chruch, on the Kaliti ring road, Nifas SilkLafto sub-city, Woreda 09, Block 23 , Addis Ababa, Ethiopia
+251 114 708 888/89
maccfa@ethionet.et
http://www.maccfa.com

ㅇ GIZE PLC, LOGISTICS &SHIPPING COMPANY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Bole-Bulbula Towards Addis Ababa Airport. Gize PLC Building 2nd Floor, Addis Ababa, Ethiopia
+ 251 114 700 880
gize@gizeplc.com
http://www.gizeplc.com

ㅇ IMPACT LOGISTICS PL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O.Box 6478, Addis Ababa, Ethiopia
+251 114 420 014
impactlog1@gmail.com
http://www.impact-logistic.com

ㅇ C.L.S LOGISTICS SERVICE PL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O.Box 9716, Addis Ababa, Ethiopia
+251 115 570 600/02/03
teodros.abraham@clslogistics.com
http://www.clslogistics.com

ㅇ BELLS LOGISTICS PLC

주소
전화번호

Bole, Africa Avenue Road, in front of New York caf&eacute;, OMADAD Building, 3th floor,
Addis Ababa, Ethiopia
+251 115 526 235

이메일
홈페이지

bellslogistics@gmail.com
http://www.bellslogistics.com

ㅇ NAYTRA LOGISTICS PL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Kirkos Sub city, woreda 09, House No.1146, Africa Avenue St, Dembel Building 11th floor office
no 11-13 A,B and C, Addis Ababa, Ethiopia
+251 115 580 730
sales@naytralogistics.com
http://www.naytralogistics.com

ㅇ AKAKAS LOGISTICS PLC
주소

Welo Sefer Tebaber Berta Buildig 4th

전화번호

+251 115 528 294/95/96

이메일

akalu.geleta@ethionet.et

홈페이지

http://www.akakaslogistics.com

ㅇ PACKTRA PLC

주소

Kirkos sub-city, Kebele 15, House No. 353, Next to Ethiopian Red Cross Society office,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523 711

이메일

Packtra@ethionet.et

홈페이지
비고

http://www.packtraplc.com
https://www.facebook.com/packtra

ㅇ NICON PLC

주소

NAZRA HOTEL BUILDING 2nd Floor On the way to Meskel Flower Road, in front of Commercial
Bank of Ethiopia,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4 666 676

이메일

nicon@ethionet.et

홈페이지

http://www.niconplc.com
<자료원 : 에티오피아 연방관세국, KOTRA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자체조사>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정책목표의 최우선으로 두고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사무소를 1996년 6월 투자청으로 격상시
키면서 투자규정을 개선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2002년 7월 및 2003년 2월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행정체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에서 두 번째의 인구대국(1.05억명)이고 자원이 풍부해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며, 특히 미국, 세계은행
등이 에티오피아에 대해 원조를 강화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는 주로 건설, 식료품(맥주 및 음료수, 낙동 등), 가죽, 면화, 소규모 차량 조립 및 농업분야 등이며, 최대 투자
국은 중국,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ㅇ 투자법

에티오피아는 1992년에 최초로 제정한 이래 1996년에 1차 개정을 했고, 2002년 7월에는 투자법을 개정 발표했으며, 2003년 2월에는
동 시행령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독점 투자분야가 지정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투자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nvestment Proclamation No. 769/2012
- Investment (Amendment) Proclamation No. 849/2014
- Council of Ministers Regulation on Investment Incentives and Investment Areas Reserved for Domestic Investors No.
270/2012

ㅇ 투자법 주요 내용
- 최소 투자자본금 : 외국인 단독투자(USD 20만), 국내기업과 합작투자(USD 15만), 컨설팅, 기술평가, 인쇄업 단독투자(USD 10만),
국내기업과 합작투자(USD 5만)
- 투자형태 : 개인투자자(Sole Proprietorship),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지사 혹은 지점(Branch Office)
- 투자신고 절차 : 투자허가서 작성 후 여권사본과 함께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 => 에티오피
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에서 자본금 계좌 개설 => 자본금 납입 => 자본금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확인서 취득 => 투
자청으로부터 투자허가서(Investment Permit) 취득

참고로 이윤이나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생산품의 75%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초기자본금 기탁 불요하며 외국인 투자가는 은행, 보험, 항
공운송 등 국내 투자가들에게만 허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 가능하나 폐쇄적 은행제도, 토지 등 개인 소유 불허 등 제도적
으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과거 멩기스투 공산정권의 영향 등으로 정부 및 국민들의 자본주의 자유경쟁 보장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투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ㅇ 투자 관련기관
- 투자위원회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장관이 투자위원회(Investment Board)의 의장이 되며, 위원들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선출된다. 투자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법(Investment Proclamation)의 실행 및 관련 정책 결정 등
· 투자 인센티브 수정안, 신규 및 추가 인센티브 제출 등
· 에티오피아 투자청의 결정에 대한 투자자의 항의에 대해 결정
· 에티오피아 투자청의 서비스 요금 결정,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 수시로 발행된 지침을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 등

-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 연방정부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지양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숍
(one-stop shop)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세부 정보는
www.investethiopia.gov.et 참조 요망)
·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투자 신청 접수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허가 승인 및 발급
· 신규 설립 기업의 사업등록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설립 및 확장 사업을 위한 영업허가 발급
· 연방 및 지역정부의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취득 지원
·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전력 및 전화 서비스, 비자연장 요청 등)
· 기타 사전 및 사후 투자승인 서비스 제공

참고로 에티오피아 투자청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자로 간주되는 외국인, 연방정부에서 영업허가를 발급 받으면서 에티오티아 투자청
에서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 투자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합작투자를 관할하고 있다. 원스톱숍 서비스로서 에티오피아 투
자청이 발급한 영업허 가 및 노동허가증의 갱신과 주요 등록에 대한 변경은 해당 부분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ㅇ 지역 투자 사무소

에티오피아 투자청과 별도로 지역의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역 투자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에티오피아 투
자청에 투자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사업허가 및 등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예정지역의 투자사무소(Investment Bureau)에 접
촉이 가능하다. 지역 투자사무소는 토지와 공공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면허 취득, 토지 임대 및 공
공 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절차 들을 면제 받음으로써 사업 착수기간 및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ㅇ 투자위원회가 정한 제조, 농업활동 또는 농업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제품의 최소 50%를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최소 75%를 생산 투입재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투자위원회가 정한 제조, 농업활동 또는 농업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품의 50% 이하를 수출하거나 생산품을 국내시장에만 공
급하면 2년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투자위원회가 정한 제조, 농업활동 또 는 농업제품 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 기업이 확장 및 개선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 제
품의 최소 50%를 수출하고 생산량을 25% 증가시키 면 2년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ㅇ 토지, 조세, 금융과 관련한 인센티브
- 토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 가능, 토지는 국가소유 최대 99년까지 리스 허용(한편 일정 기간-보통 3년 미개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관리권을 보유한 해당 주정부가 환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조세 : 기업 설립을 위한 기계, 장비, 공장 건설자재 등 100% 면세 수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2년간 면제, 수출 실적에 따라
2~7년간 소득세 면제, 수출용 원자재 무관세 수입(내수용 직물, 의류는 35% 관세 부과)
- 금융 : 에티오피아 개발은행을 통해 신규 투자에 대해 총 투자액의 30~50%까지 융자(이자율 7.0%, 5년 거치 후 상환)

제한 및 금지(업종)
에티오피아의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주로 국가 주도의 산업 혹은 보호가 필요한 국내 영세업에 촛점을 두고 있다.

ㅇ 정부 독점사업 : 체신, 전력공급, 국적기 항공업
ㅇ 정부 합작사업 : 무기제조, 통신업
ㅇ 국내업체에만 허용되는 업종 : 커피, 식물성 기름, 주요 광종, 가죽 수출업, 수입업, 도매업, 제빵업, 피혁업, 시멘트 및 진흙생산업, 관
광업, Grade 1 이하의 건설 및 광업, 유치원교육업, 의료진단업, 의료업, 리스업, 인쇄업, 포장지생산업, 금속건자재 생산업
ㅇ 에티오피아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업종 : 은행업, 방송업, 법률서비스업, 의약품 생산업, 광고업, 국내 항공업, 물류업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ㅇ Bole Lemi Industrial Park I(볼레레미 1 공단)
규모

157ha

위치

Located in the South Eastern part of Addis Ababa, 4 Kms away from Goro Squar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ㅇ Contact Person : Mr. Mengistu Regasa
- Position : Manager
- Mobile: +251 911 397 273
- Email: meng_reg@yahoo.com
한국 업체로는 신티에스(의류), 영원무역(의류), KEI International(의류) 등이 입주해 있다.

ㅇ Bole Lemi Industrial Park 2 (볼레레미 2 공단)
규모

186ha

위치

Located in the South Eastern part of Addis Ababa, 4 Kms away from Goro Squar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ㅇ Bole Lemi 2 Industrial Park Management Office
- Contact Person: Anwar Yahya
- Mobile: +251 923 569 999
- Email: anwar.yahia@yahoo.com
Bole-lemi 1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년중 가동 예정이다.

ㅇ Kilinto Industrial Park (킬린토 공단)
규모

279ha

위치

Located in the South Eastern part of Addis Ababa, 10 Kms from Goro Squar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2019년중 가동 예정이다.
ㅇ Kilinto Industrial Park Management Office
- Contact Person: Mr. Bethelhem
- Mobile: +251 920 216 442

제약 및 식료품 가공 단지로 육성 예정이다.

ㅇ Hawassa Industrial Park (하와사 공단)
규모

400ha

위치

Located in South Nation, approximately 275 Kms South of Addis Ababa.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동중이다.
ㅇ Hawassa Industrial Park Management Office
- Contact Person: Mr. Biru Wolde
- Position: Director
- Tel: +251 462 210 367
- Mobile: +251 930 108 367
- Email: biruwolde2@gmail.com
4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130ha가 1단계 개발공사로 완료되었다. 16,500 s/m 규모에 총 34개
공장동(Shade)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공장동 모두 임차 완료된 상태이다.

ㅇ Mekelle Industrials park (메켈레 공단)
규모

1000ha

위치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Ethiopia and the South-Western fringe of Mekelle City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하다. 공장동 대부분은 임대가 완료 되었으며 현재 추가 건설중에 있다.
ㅇ Tigray Investment Bureau, Industrial Parks Office
- Contact Person: Mr. Angesom G/Meskel
- Position: Manager
- Tel: +251 342 415 775
- Fax: +251 342 416 229
- Mobile: +251 923 416 336
- Email: angesomgmeskel@gmail.com
1,0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75ha 개발이 완료되었다. 총 19,500s/m 규모에 15개 공장동이 운영
되고 있다.

ㅇ Kombolcha Industrial Park (콤볼차 공단)
규모

750ha

위치

Located 380 Kms for the Northeast of Addis Ababa at Amhara National Regional Stat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ㅇ Kombolcha Industrial Park Management Office
- Contact Person: Mr. Meleku Alebel
- Position: Investment commission commissioner
- Tel: +251 582 206 040/204 272
- Fax: +251 582 202 033
- Mobile: +251 918 786 406
- Email: 786406@gmail.com
총 75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75ha 개발 완료. 16,500s/m 규모에 9개 공장동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풍국산업(가방)이 입주해 있으며 세양물산(스포츠 의류)도 입주하여 2019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
갈 예정이다.

ㅇ Jimma Industrial Park (짐마 공단)
규모

1000ha

위치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Oromia National regional stat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ㅇ Oromia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oration
- Contact Person 1: Mr. Kefyalew Tulu
- Position: CEO
- Tel: +251 966 783 650
- Mobile: +251 911 842 388
- Email: tullutola@gmail.com
1,0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75ha가 개발이 완료되었다. 2019년 초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인 Jiangsu에서 에티오피아 정부로 부터 개발권을 이양받았다.

ㅇ Bahir Dar Industrial Park (바히다르 공단)
규모

1000ha

위치

Located North-West of Addis Ababa and is the capital of Amhara National Regional State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2020년중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Bahir Dar Investment Commission
- Contact Person: Mr. Meleku Alebel
- Position: Investment commission commissioner
- Tel: +251 582 206 040/204 272
- Fax: +251 582 202 033
- Mobile: +251 918 786 406
- Email: 786406@gmail.com

비고

총 1,000ha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1단계(75ha)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ㅇ Debrebrhan Industrial Park (데브레브레한 공단)
규모

1000ha

위치

Located in the North-East region of Ethiopia about 130 Kms from Addis Ababa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2019년 3월부터 가동되었다.
ㅇ Position: Investment commission commissioner
- Tel: +251 582 206 040/204 272
- Fax: +251 582 202 033
- Mobile: +251 918 786 406
- Email: 786406@gmail.com
1,0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1단계(150ha) 개발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중이다. 잔여 부지도 금년
중 지속 공사를 추진하여 추가 공장동을 건설할 예정이다.

ㅇ Adama Industrial Park (아다마 공단)
규모

2000ha

위치

Located 90 km Away South-East of Addis Ababa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ㅇ Oromia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oration
- Contact Person 1: Mr. Kefyalew Tulu
- Position: CEO
- Tel: +251 966 783 650
- Mobile: +251 911 842 388
- Email: tullutola@gmail.com

2,0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1단계(100ha) 개발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중이다. 총 19,500sm 규
모에 19개 공장동을 보유하고있다.

ㅇ Dire Dawa Industrial Park (디레다와 공단)
규모

1500ha

위치

Located in the North-East of Ethiopia approximately 262 Kms from Djibouti

임차료

공장동(Shade) 기준 s/m당 USD 2.7~3.0 내외 혹은 개발부지 분양 후 공장 설립 입주 시에는 공단관리위
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ㅇ Dire Dawa Investment Bureau
- Contact Person: Mr. Abera Mengistu
- Position: Research and Promotion Manager
- Tel: +251 251 113 234
- Mobile: +251 915 035 886
- Email: abera535@gmail.com
1500ha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현재 1단계(150ha) 개발 공사 중이며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9,500s/m 규모에 15개 공장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원 :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 - IPDC(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oration of Ethiopia, www.ipdc.gov.et)>

주요 지역별 여건
ㅇ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527km2 면적에 총 인구수는 460만. 에티오피아의 행정수도이자 상업 중심지로서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도시이다. 에티오피아 정부
부처는 물론 외교공관, 국제기구(AU 소재) 및 기타 거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Addis Ababa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공단으로는 Bole-lemi
1, 2, Kilinto가 있다.
ㅇ 오로미아주(Oromia Region)
28.6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3280만으로 에티오피아의 여러 주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이다. 주 행정도시는 Adama이며 현
Abiy Ahmed 총리의 출신 주이다. 주요 공단으로는 Adama공단과 Jimma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ㅇ 암하라주(Amhara Region)
15.5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2100만으로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주이다. 주 행정도시는 Bahir Dar이며 주요 공단으로는
Kombolcha, Bahir Dar, Dere Berhan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ㅇ 티그라이주(Tigray Region)
5.4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5백만을 조금 넘는 작은 주이기는 하나 에티오피아의 근대화의 주역인 멜라스 제나위 총리의 출신지로서
, 현 정권 이전까지 동 지역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구 집권세력). 주 행정도시는 Mekelle이며 Mekelle 공단이 위치하
고 있다.
ㅇ SNNPR주(SNNPR)
10.5만 km2 면적에 인구수는 2천만으로 남부지역의 큰 주이다. 주 도시는 Hawassa시이고 Hawassa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ㅇ 디레다와(DIre Dawa)
1,213km2 면적에 인구수는 25만을 조금 넘으며, Dire Dawa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ㅇ 하라르시(Harar)
334km2 면적에 인구수는 24.6만의 도시이다.
ㅇ 소말리주(Somali Region)
27.9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850만에 달한다. 에티오피아의 주 중에서 경제력이 낮은 편이며 소말리아와 인접하고 있다. 오로미아주
와는 다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지역 간 갈등 시 소말리주와 오로미아주 간 충돌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특히
주요 도시인 Jijiga는 최근 간헐적인 폭동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ㅇ 아파르주(Afar)
7.2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380만에 달한다. 주요 도시는 Semera이고 동북쪽에 위치한 지부티와 인접하고 있다.
ㅇ 베니샹굴구무즈주(Benishangul Gumuz)
5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110만을 조금 넘는 주이다. 수단과 맞닿아 있는 중서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도시는 Asossa이다.
ㅇ 감벨라주(Gambella Region)
3.5만 km2의 면적에 인구수는 1.5~2백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수단과 맞닿아 있으며 개발이 매우 더딘 열악한 지역으로서 에티오피
아 내 HIV 감염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2015

1,855.05

2016

2,626.52

2017

3,988.95

2018
4,017.1

3,310.3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4

2015
..

2016
..

2017
..

2018
..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18

3

11,226

29

5,733

2018

50

0

7,558

49

8,903

2019

15

1

1,225

17

1,67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2

2

8,612

18

2,023

건설업

0

0

0

7

506

도매 및 소매업

1

0

2,544

2

3,1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

10

0

0

교육 서비스업

2

1

60

2

60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1

0

6,172

42

7,450

건설업

1

0

0

2

170

도매 및 소매업

5

0

1,283

5

1,2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4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95

0

0

N/A

1

0

4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제조업

14

0

305

13

658

건설업

0

0

0

3

9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1

920

1

9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경남기업㈜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등)

모기업명

SM경남

ㅇ 대우건설㈜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등)

모기업명

대우건설㈜

ㅇ 도화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15

송금횟수

투자금액

진출형태
업종

지점
서비스업

취급분야

도시계획 및 토목분야

모기업명

도화엔지니어링

ㅇ LG전자㈜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2013
연락사무소

서비스업

취급분야

기술지원, CSR

모기업명

LG전자㈜

ㅇ 명성메디컬센터아디스아바바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교육, 의료

모기업명

명성재단

ㅇ ㈜ 신티에스 이티피 가멘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의복·잡화류

취급분야

봉제 (Garments 제조)

모기업명

신티에스

ㅇ 우암코퍼레이션㈜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광복합가공지선

모기업명

우암코퍼레이션㈜

ㅇ BM에티오피아가먼트&텍스타일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제조

모기업명

없음(현지 단독진출)

ㅇ 엑세스바이오에티오피아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진단시약 제조

모기업명

없음(현지 단독진출)

ㅇ 이코스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근, Wire Rod

모기업명

혜산에스티(주)

ㅇ 효성중공업㈜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변전소 EPC사업

모기업명

효성(주)

ㅇ ㈜ 건화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업종

프로젝트오피스
서비스업

취급분야

사업 공사 관리, 감리

모기업명

㈜ 건화

ㅇ 이지안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합작)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현지 수출입 물류

모기업명

코아 로지스틱스

ㅇ 풍국 에티오피아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죽가방

모기업명

풍국산업
<자료원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에티오피아 투자법에는 투자의 형태를 크게 개인투자(Sole Proprietorship), 법인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지사(Branch
/Multinational Company)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법인의 경우 에티오피아 국영공단에 입주하거나 지역정부로 부터 부지를 임대
(혹은 무상)하여 자체공장을 설립하는 제조업형 투자가 이에 속한다.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에티오피아 투자청(EIC-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을 방문하여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진행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 하기는 에티오피아 투자청에서 정리한 투자신고 절
차이다.
(자료 :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 참조)

•Step 1: Collect application form from www.investethiopia.gov.et or Information Desk,
•Step 2: Collect sampl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and information about requirements, incentives and etc.
from Investment Promotion Directorate,
•Step 3: Submit filled and signed application form (by the investor or general manager or legally authorized person)
along with project proposal (business plan), previous business background (company profil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copy of valid passport, and investment or business visa of each shareholder to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4: fill and submit company name application form (available at information desk) with three proposed company
names to check uniqueness of the company name.
•Step 5: Collect letter of clearance for unique company nam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6: Edit and authenticat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in line with approved company name.
•Step 7: Collect bank letter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to get permission to open foreign currency
account from National Bank of Ethiopia.
•Step 8: Transfer/deposit cash in the specified company account.
•Step 9: Collect confirmation letter and credit advice from the bank.
•Step 10: submit authenticated lease agreement and TIN number.
•Step 11: submit five recent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the General Manager.
•Step 12: Collect investment permit certificate and 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참고로 에티오피아 투자 시 단독투자일 경우에는 USD 200,000, 에티오피아 국내기업과 합작투자일 경우에는 USD 150,000, 엔지니어
링과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업의 형태에는 외국기업 단독 수행 시는 USD 100,000, 국내기업과 합작 수행 시에는 USD 50,000을 자본금
으로 납입해야 한다(상기 Step 7의 과정에서 완료되어야 함).

지사
에티오피아 투자청의 해석에 따르면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Branch /Multinational Company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보통 본사에서 프로젝트 대금을 수취) 및 현지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투자진출 형태가 이에 속한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EIC에서는 하기와 같이 투자신고 절차를 정리해 놓았는데 PLC에서 요구하는 4개 단계가 생략된 형태이다. (자료 :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 참조)

•Step 1: Collect/download application form from www.investethiopia.gov.et or EIC information desk.
•Step 2: Submit filled application form with project proposal (business plan), authenticated parent (mother) company
documents and new company general manager’s valid passport and business or investment visa in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3: Collect bank letter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to get permission to open foreign currency
account from National Bank of Ethiopia.
•Step 4: Transfer/deposit cash in the specified company account.
•Step 5: Collect confirmation letter and credit advice from bank.
•Step 6: Collect investment permit certificat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최소 자본금 역시 법인투자와 마찬가지로 단독투자, 합작투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법인과 마찬가지로 납입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에티오피아 투자청의 해석에 따르면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Branch /Multinational Company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보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보통 본사에서 프로젝트 대금을 수취) 및 현지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투자진출 형태가 이에 속한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EIC에서는 하기와 같이 투자신고 절차를 정리해 놓았는데 PLC에서 요구하는 2개 단계가 생략된 형태이다.
(자료 :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 참조)

•Step 1: Collect/download application form from www.investethiopia.gov.et or EIC information desk.
•Step 2: Submit filled application form with project proposal (business plan), authenticated parent (mother) company
documents and new company general manager’s valid passport and business or investment visa in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3: Collect bank letter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to get permission to open foreign currency
account from National Bank of Ethiopia.
•Step 4: Transfer/deposit cash in the specified company account.
•Step 5: Collect confirmation letter and credit advice from bank.
•Step 6: Collect investment permit certificat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최소 자본금 역시 법인투자와 마찬가지로 단독투자, 합작투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법인과 마찬가지로 납입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에티오피아는 주식시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

유한책임회사
에티오피아 투자법에는 투자의 형태를 크게 개인투자(Sole Proprietorship), 법인투자(Private Limited Company), 지사(Branch
/Multinational Company)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투자에 해당하며 에티오피아 국영공단에 입주하거나 지
역정부로 부터 부지를 임대(혹은 무상)하여 자체공장을 설립하는 제조업형 투자가 이에 속한다.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에티오피아 투자청

(EIC-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을 방문하여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진행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 하기는 에티오피아 투자청에서 정리한 투자신고 절차이다.
(자료 : http://www.investethiopia.gov.et/index.php/investment-process/starting-a-business.html 참조)

•Step 1: Collect application form from www.investethiopia.gov.et or Information Desk,
•Step 2: Collect sampl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and information about requirements, incentives and etc.
from Investment Promotion Directorate,
•Step 3: Submit filled and signed application form (by the investor or general manager or legally authorized person)
along with project proposal (business plan), previous business background (company profil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copy of valid passport, and investment or business visa of each shareholder to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In case a Company is a shareholder, the following additional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In case of a the foreign company: -

Notarized legal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Notarized minutes of resolution passed by authorized organ of the parent company authorizing to invest in Ethiopia;
Notarized document of its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s or similar documents of the parent company; and
Notarized Power of attorney of the agent.
In case of the local company: -

Copy of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s;
Commercial certificate;
Minutes of resolution passed by the shareholder’s; and
Notarized power of attorney of the agent

•Step 4: fill and submit company name application form (available at information desk) with three proposed company
names to check uniqueness of the company name.
•Step 5: Collect letter of clearance for unique company nam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6: Edit and authenticate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in line with approved company name.
•Step 7: Collect bank letter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to get permission to open foreign currency
account from National Bank of Ethiopia.
•Step 8: Transfer/deposit cash in the specified company account.
•Step 9: Collect confirmation letter and credit advice from the bank.
•Step 10: submit authenticated lease agreement and TIN number.
•Step 11: submit five recent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the General Manager.
•Step 12: Collect investment permit certificate and 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참고로 에티오피아 투자시 단독투자일 경우에는 USD 200,000, 에티오피아 국내기업과 합작투자일 경우에는 USD 150,000, 엔지니어
링과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업의 형태에는 외국기업 단독 수행시는 USD 100,000, 국내기업과 합작 수행시에는 USD 50,000을 자본금으
로 납입해야 한다(상기 Step 7의 과정에서 완료되어야 함).

개인사업자

에티오피아 투자법상 개인투자(Sole Proprietorship)은 모국에 본사가 없이 개인이 직접 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형태로 외국인, 외
투기업의 투자제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투자를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투자청에서는 하기와 같이 투자신고 절차를 정리
하였다.

•Step 1: Collect information from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EIC) Inform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 about requirements, incentives and etc.
•Step 2: Collect application form from www.investethiopia.gov.et or EIC information desk,
•Step 3: Submit filled and signed application form (by the investor or general manager or authorized person) together
with project proposal (business plan) and previous business background (company profile), copy of valid passport,
investment/ business visa to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Step 4: Collect bank letter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to get permission to open a foreign currency
account at National Bank of Ethiopia.
•Step 5: Transfer/deposit cash in the opened company bank account,
•Step 6: Collect confirmation letter and credit advise from bank,
•Step 7: Submit two recent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the investor,
•Step 8: Collect investment permit certificate from Licensing and Registration Department.
투자신고절차는 연락사무소와 거의 유사하며 최소 자본금 역시 법인투자와 마찬가지로 단독투자, 합작투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법인과 마
찬가지로 납입해야 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S&M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9 320 475
P. O. Box 25701 Addis Ababa, Ethiopia
http://www.attorneyinethiopia.com
michaelteshome14@gmail.com
없음

ㅇ Bekure Assefa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115 530 775
Bole Road (African Avenue), Kirkos Subcity Addis Ababa
http://www.nodomain.com
bassefa@gmail.com
없음

ㅇ Fikadu Asfaw and Associates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1 623 555
Ambasel Building, 6th Floor, Ethio-China Street, Addis Ababa 25668, Ethiopia
http://www.ethiopianlaw.com
info@ethiopianlaw.com
없음

ㅇ Tamrat Assefa Liban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1 642 169
Robel Plaza, 4th Floor, Room 405, Off Africa Avenue, Bole Medhane-alem area, P.O Box 1151
code 1250, Addis Ababa, Ethiopia
http://www.ethiolegal.com
info@ethiolegal.com
없음

ㅇ Getnet Yawkal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1 051 754
Lideta Street, Addis Ababa, Ethiopia
http://www.getnetyawkal.com
getnety@getnetyawkal.com
없음

ㅇ Ipela Consultancy Service Plc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1 006 653
Kazanchis, Glory Building 3rd floor, office No. 300/03 Addis Ababa (Ethiopia)
http://www.ipelaconsultancy.com
info@ipelaconsultancy.com
없음

ㅇ Liku Worku &Associates Law Office
전화번호

+251 912 168 579

주소

Bole Medhanialem, Gulf Aziz Building, Addis Ababa

홈페이지

http://www.legalserviceethiopia.com

이메일

likuworku@legalserviceethiopi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ㅇ Mehrteab Leul and Associates
전화번호
주소

+251 115 159 798
Africa Avenue, Dembel City Centre,8th Floor (Via Lift No. 4) R. No. 805A

홈페이지

http://www.mehrteableul.com

이메일

mehrteab@mehrteableu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ㅇ MH-Trade &Dev't Law Offi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11 662 3353
Bole-Michael Church Road, Addis Ababa 40769, Ethiopia
http://www.mh-tdlo.com
million.habte@mh-tdlo.com
없음

ㅇ Worku and Mengistu Law Firm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251 912 914 010
Near Arada Federal Court and Near Yeka Federal Court, Addis Ababa, Ethiopia
http://www.mengistuworku.wordpress.com
mengistuworku@gmail.com
없음
<자료원 : 에티오피아 변호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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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에티오피아의 외투기업 청산 및 철수는 'Commercial Code of the Empire of Ethiopia 1960'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청산, 철수
의 종류는 파산, 프로젝트 종료, 자발적 폐업으로 되어있으며, 파산의 경우 공식 감사결과에서 파산을 인정받아야 하고 자발적 폐업의 경
우 납득할 수 있는 폐업의 이유가 뒷받침된 공식 서한이 필요하다.

청산 절차는 3가지 청산 종류가 동일하다. 우선 외투법인 내 이사회(혹은 경영진)가 청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외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폐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광업 투자기업은 에티오피아 석유광업부, 농업 투자기업은 에티
오피아 농축산부의 승인 필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세무부(Ministry of Revenue)에서 외투기업의 세금미납이 없다는 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질적인 폐업 및 청산이 완료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청산 혹은 철수할 경우 에티오피아 투자청 혹은 정부로 부터 부여받은 인센티브 조건은 해당 외투기업을 인수하는 동종
업종의 외투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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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28.5ETB(2019.7월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고시환율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8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대졸 초임의 경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초기 월 급여는 USD 300(ETB 8,550)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정
부기관 근무시는 USD 120(ETB 3,420), 일반 기업체는 USD 180(ETB 5,1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고

고졸-생산직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월 급여수준은 USD 70~95(ETB 2,000~2,500) 정도로
외투기업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일반 기업체에 비해 조금 더 높
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없으며 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1~2년 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자료원 : http://www.wageindicator.org/salary/minimum-wage/ethiopia>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에티오피아 노동법(Ethiopian Labor Proclamation 377/2003, https://chilot.files.wordpress.com/2011/08/proc-no-377-2003labour.pdf)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통 고용기간(단기채
용의 경우 기간 명시), 급여, 근무장소, 담당업무, 월 급여 및 초과근로 조건(초과수당 계산법 등), 계약파기, 해고, 휴가,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업무상 비밀유지, 계약연장, 기타 노동법에 기초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며 고용주와 피
고용주가 월 급여 조건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에 이견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채용 후 수습
기간은 45일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다. 한편 45일을 초과한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동 기간이 초과한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간주되어 노동법에 기초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 1주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근로시간이라 함은 노동법
에 근거하여 계약서상 기본 월 급여를 받는 시간을 말한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동법상으로는
1일 2시간으로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에 20시간, 1년에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고, 개인사정, 기타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초과근무 규정과 관계없이 근
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초과근무로 규정되는 시간은 오전 6시 이전까지 혹은 오후 10시 이후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 이후 초과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초과 근무수당은 해당 월의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
도록 되어 있다.

- 06:00~22: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25
- 22:00~06: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5
- 주말 근무 : 시급 X 2
- 공휴일 근무 : 시급 X 2.5

휴가
ㅇ 공휴일 : 월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용주에 대해 공휴일을 근무일에서 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ㅇ 연간 휴가일수 : 노동법상 최초 채용시 유급 휴가는 14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근로기간이 1년마다 유급 휴가일수 1일이 추가된다. 만
약 근로의 성격이 고되고 육체적인 노동이 필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합의하에 유급 연간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다.

ㅇ 연간휴가 이월 : 연간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피고용주와 고용주간 합의하에 최대 2년 내 소진하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여 쓸 수 있
다.

ㅇ 휴가 중 근로자 복귀 요청 : 휴가 중인 근로자가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복귀를 명령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복귀하여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며 급작스런 복귀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ㅇ 병가 : 수습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상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최초 병가시작일로부터 1년 중 최대 6개월간 병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병원으로부터 병가의 필요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피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가 사용 시 최초 1개월은 월
급여 100%를 지급하고, 2~3개월째는 50%, 4개월째부터는 6개월까지는 무급으로 한다.

ㅇ 출산휴가 : 유급 출산휴가는 최대 90일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가 필요하다는 확인서 혹은 진단서를
받아 피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고
ㅇ 해고통보 : 고용주는 피고용주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주에게 해고통지문
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내 알림창(Board)에 해당 직원의 해고사실을 10일간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ㅇ 해고의 종류 : 노동법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합의에 의한 해고, 고용주 혹은 피고용주가 상대방에 사
전고시 혹은 미고시 후 해고하는 경우

ㅇ 노동법에 근거한 해고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해고, 관련법에 근거한 해고, 근로자의 파산, 상해로 인해 정
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

ㅇ 합의에 의한 해고 :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피고용주의 권한 포기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고용주의 권한 포
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ㅇ 통보없는 해고 :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근무태만 발생 시, 5일 연속 적절한 사유없는 결근 시, 월 10일 이상 결근 시, 고용주를 속
이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회사 기물이나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근로자의 능력에 반해 성과물 혹은 결과물이 기대 이하일 경우,
폭동 및 근로자간 폭행을 조장한 경우, 범죄행각에 따른 구금으로 인해 30일 이상 작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될 경우,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지시한 경우, 기타 업무상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것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보없는 해고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확보가 필수적이다.

ㅇ 서면통보 해고 : 피고용주가 근로상 피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주가 제공한 교육훈련을 거
부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 피고용주의 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경우, 근로장 이동 명령에 대
해 불복종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른 업무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ㅇ 피고용주의 계약 파기 : 피고용주의 인간적 존엄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고용주가 행한 경우, 피고용주의 신체적 안정을 위협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계약서상 고용주가 피고용주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거나 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피고용주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해고 시 : 상기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는 불법해고로 간주되며 에티오피아 노동법(labour law proclamation no
377-2003)에 의거하여 피고용주는 고용주의 불법해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송을 통해 불법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불법 해고에 대한 상소 : 피고용주는 고용주의 불법해고 사실을 인근 법원에 1차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해고를 접수받은 법원은 사
실관계 확인에 착수하게 되나 지방에 소재한 법원의 인력이 태부족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고용주의 불법해고가 사실
로 들어날 경우 법원은 해고를 취소하거나 해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통상 Severance Pay라고 하며 6개월치 월 급여에 해당한다)을 피고
용주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퇴직금
에티오피아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혹은 국민연금(Pension)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Pension Proclamation No. 715/2011에 따라 고용
주와 피고용주의 연금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보통 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을 Provident Fund 1이라고 하며 피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을 Provident Fund 2라고 한다. Provident Fund 1은 고용주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연금통장에 납입해
야 하며, 근로연차에 따라 피고용주 월 급여의 7%(1년차), 8%(2년차), 9%(3년차), 11%(4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통장에 납입
한다.

한편 피고용주의 퇴직연금인 Provident Fund 2는 피고용주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주가 연금통장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년차 5%, 2년차 5%, 3년차 부터는 7%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고용주와 피고용주 합의하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보험
에티오피아는 고용보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
에티오피아는 산재보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에티오피아 노동법(Ethiopian Labor Proclamation 377/2003)에서는 산재에 대한 해
석 및 고용주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ㅇ 산재의 범위
- 직장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 업무 수행을 위해 외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상해
-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해

ㅇ 산재의 발생시 고용주의 의무
- 산재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지원

- 상해를 입은 피고용주의 응급 후송
- 상해 발생사실에 대한 관할 행정당국 보고

ㅇ 산재를 입은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 의무사항
- 산재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
- 병원 입원비, 치료비 및 관련 의약품 구매비
- 산재를 입은 직원의 의료 보조기구 구입비
- 의료협의회(Medical Board)의 결정에 따른 각종 의료혜택 제공

ㅇ 산재를 당한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현금성 지원
- 산재 치료기간 중 급여(Periodical Payment, 최대 1년 지급) : 산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까지는 월 급여의 100%, 4~6개월 까지
는 월 급여의 75% 이상, 나머지 6개월은 월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회복하여 근로장에 복귀하는 시점
부터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또한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로 부터 위로금을 받는것으로 합의하거나 정부로 부터 장애 판정을 받
아 장애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산재 치료기간 중 급여는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
- 산재로 인한 직원 사망 시 : 유족을 대상으로 한 합의금을 지급

국민연금
에티오피아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혹은 국민연금(Pension)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Pension Proclamation No. 715/2011에 따라 고용
주와 피고용주의 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통 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을 Provident Fund 1이라고 하며 피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을 Provident Fund 2라고 한다. Provident Fund 1은 고용주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연금통장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연차에 따라 피고용주 월 급여의 7%(1년차), 8%(2년차), 9%(3년차), 11%(4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통장에 납입한다
.

한편 피고용주의 퇴직연금인 Provident Fund 2는 피고용주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주가 연금통장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년차 5%, 2년차 5%, 3년차 부터는 7%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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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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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를 적용. 정부의 주요 세수로서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100%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19.6월부로 중고차 혹은 중고물품에 대한 30% 관세감면 조치가 폐지되면서 세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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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에티오피아의 외환제도 관련 내용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fxd%2046%202017.pdf, 외환관련 통제 규정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Limits%20of%20Birr%20holding.pdf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외환과 관련된 총괄 컨트
롤 타워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National Bank of Ethiopia)이 담당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업자,
외국인투자자, 수출업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본금, 외채 내역과 함께 투자자금 공급자 또
는 외국 파트너의 신용을 National Bank of Ethiopia(NBE)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National
Bank of Ethiopia(NBE)의 지침에 의거해 권한을 이임받은 국내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외환거래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현지화의 외화 교환은 자유롭지 않다. 에티오피아 투자법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 배 당금, 투자 원금 및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술수입료 등의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해외송금은 에
티오피아의 외환 보유 부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2008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외환을
배정하고 있으며, 건설, 운송, 통신 등 국가 주도 성장산업, 프로젝트, 그리고 수출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장비 및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환의 적시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수입 11~12개
월 전에 외환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에티오 피아로 수입 시에는 L/C 거래가 거의 필수적인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연료, 의약품, 원
자재 등의 필수 수입품목에 대한 L/C개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부터 중앙은행 훈령 Directive No. FXD/59/2019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영 산업공단에 입주한 외국기업간 원자재 구매
혹은 완제품 구입 구입시에는 외환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국영 산업공단내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수당, 인센티브 등을 외환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계좌에 입금된 외환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현지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환 규제
외환규제와 관련해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Limits%20of%20Birr%20holding.pdf 와 같
이 외환규제 내용을 설명해놓았다. 외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외환 소지한도인데, 내국인의 경우 외환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
는 은행서류 및 수입서류 등을 근거로 외환을 소지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3,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출입국시 소지할 경우 외환의
근거를 입증할만한 은행서류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 근무직원의 경우 3,000달러 이상(혹은 타 외환의 가
치가 3,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출입국 시 소지할 경우도 외환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근거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 과실송금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현안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승인된 투자와 관련해 다음의 자금을 송금일의 환율
에 따라 태환 가능한 외국환으로 에티오피아 외부로 송금할 권리가 있다.

- 투자에서 발생한 이윤 및 배당금
- 해외 대출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 기술이전 또는 관리 협정과 관련된 지급
- 기업의 인도 및 청산에 따른 수익
- 주식 또는 기업의 부분적인 소유권을 국내 투자자에게 인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환 가능한 외국환으로 월급 및 기타 고용에서 발생하는 지급액을 에티오피아의 외국환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에티오피아에서 반출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실제

송금을 위해 은행 및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더라도 매우 더디게 처리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담당자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
는 반면,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지참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일관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특히 2019년 7월 현재기준으로 에티오피아의 외환 보유액은 23~2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며 이는 에티오피아가 1.5~2개월간 수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갈수록 외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외환 배정이 9~10개
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장(LC) 개설도 지연되어 에티오피아로의 수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
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에티오피아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결제 만기일(통상 60일) 전까지 중개은행(보통 미국)에 보유하
여 이자수익을 노리다가 송금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장을 네고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해 간 우리 기업에게 회수대금 반환 및 신
용장 부도처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 일부 은행에
서는 에티오피아 신용장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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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에티오피아의 인구수는 2016년부터 1억명을 돌파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 2위의 인구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은 1천 달러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평균수명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경우 소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
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인의 평균 수명은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42세(1970년) ⇢ 47세(1990년) ⇢ 52세(2000년) ⇢ 65세(2016년
) ⇢ 68세(2017년)로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외국과의 사회, 문화, 경제교류 확대로 인해 연령층과 관계없이 첨단가전 및 개인용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외국의 소비지향적 문화
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UAE로부터 밀수되는 제품 중 스마트폰, TV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
터 개인 면세물품에 TV가 추가된 이후 대다수 에티오피아인 해외 여행자들의 필수 구입품목으로 TV가 자리잡고 있다.

참고로 2017년 10월부터 여행자 반입 허용품목의 범위는 TV(1대), 카메라(1대), 휴대전화(1대)로 확대된 바 있다. <자료원 : 세계은행
(World Bank)>

소비 성향
중국산 저가제품이 지배적이나 고품질 제품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격적인 유상차관 지원 확
대와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 2017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을 기록
하고 있으며 2017년 수출대상국 역시 에티오피아 인근국인 소말리아(8.5%), 사우디아라비아(7.2%)를 제치고 중국이 10%의 비중을
차지, 에티오피아의 제 1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일방적인 시장공세에 대한 반감과 저가의 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술력에 기초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 EU 등 선진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 공사인력의 대규모 유입(비공식 10만명)과 단기 상업차관 지원확대에 따른 에티오
피아의 대외채무 위험 증가 등 중국에 대한 막연한 반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과거 대비 품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외환 부족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의식주 및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외환
이 배정되는 상황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연간 수입 규모도 2017년 15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03억 달러로 급감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도 저가 제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범람에 질린 소비자들이 조금씩 품질 중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산의 시장진출 호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한국산에 대한 逆샌드위치 인식 확산(中 대비 가격⇡, 미국EU 대비 가격⇣ 품질 비슷)되고 있으며 경공업 제품 위주에서 의료(정
부조달), 공산품(소비재) 등으로 수출다변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에티오피아에게 한국은 형제의 나라(한국전 파병)이자 초고속 성장의 롤 모델인 한국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EDCF(유
상차관)는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공공시스템 구축으로 영역 확대 중이며 무상차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훈련,
낙후지역 대상 지원 강화를, 기타 환경, 에너지, KSP 등 각 정부부처에서 자체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AGOA(미국), EBA(EU) 무관세 특혜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 전
진기지로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의 에티오피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상품의 이미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생산성, 높은 물류비의 단점에도 동남아 대비 1/3 수준의 인건비는 매력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의 경우 중
국기업 전용 동방산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입주가 시작된 국영공단에는 중국, 인도, 터키 봉제업체들의 진출 선언이 꾸준
히 증가하여 우리 기업들 역시 지속적인 시장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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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에티오피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하다. 수출용
원자재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달리 일반적인 전자제품, 기계,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평균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
에 지부티로부터 모조 내륙항까지의 물류비를 감안하면 당초 수출했던 금액에 비해 평균 1.5~2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품은 현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매
우 높은 상황이긴 하나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는 정밀기기 및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첨단제품에 대해서 만큼은 가격 변화와는 크게 상관
없이 꾸준히 수입되는 점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의 틈새시장 진출 가능 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L/C) 거래 일반화에 따른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L/C 개설 및 결제 지연은 에티오피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중반부터 외환부족 사태가 더욱 심 각해지면서 2019년에는 L/C 개설에만 평균 9~10개월이 소
요되고 있으며, 더욱이 에티오피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입건이나 혹은 산업용 제품의 수입을 위한 L/C 개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성이 적은 제품의 경우 L/C 개설이 더욱 지연되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기준, 주요 수 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 L/C 개설까지 8~9개월 가량이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통상 10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L/C 개설 지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에티오피아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 후 L/C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제품을
바로 생산했으나 정작 L/C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제품 보관료 증가,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7년부터 L/C 결제 지연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L/C at Sight 조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 마감시점인 2개월
(60일)을 거의 다 채워서 결제가 이뤄지거나 혹은 2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선결제한 대금 반납 및 이로 인한 패널티까지 부
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외환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이어가 미화 수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수입을 포기하고 잠적하면 L/C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선적했던 제품이 내륙항에 보관되다가 최장 보관기한인 60일을 초과하여
정부에 압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L/C가 개설되기 이전에 선적하여 해상운송 중 L/C가 개설된 건이라 하더라도 L/C 개설은행(에티오피아
)에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품을 한국으로 반송하여 다시 선적해야 결재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례
도 발생하는 바, 에티오피아와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언어: 지역별로 언어가 상이하나 비즈니스 상에서는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ㅇ 복장: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서구식 정장이 권장된다.
ㅇ 약속: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속 날짜 몇 일 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ㅇ 선물: 필수는 아니나 초대를 받았을 경우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ㅇ 인사: 악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비즈니스 상담 및 계약체결: 통상적으로 에티오피아 바이어들은 초기에는 단순히 제품수입만을 얘기하다가 우리기업들의 투자를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미래의 가능성만을 기초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실제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예시 : 현지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외환 미배정시 공장가동 중단 등) 및 투자 이익
률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일단 계약 혹은 MOU부터 체결하여 독점권을 선점하려

는 바이어들도 있는 바 초기 상담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 문화적 유의사항: 오랜 기간 독립을 유지해온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국가인 만큼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와 달리 에티오피아인들
의 이름은 (본인이름)-(아버지 이름)-(할아버지 이름)로 구성돼 있다. (Mr.는 Ato라고 부른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수출) A사는 끈기와 직접 마케팅으로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했다. 에티오피아는 빈약한 경제규모로 인해 저가의 중국산 건자재가 범람
하는 상황이나 에티오피아의 건축경기 활황을 눈여겨본 A사는 5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현지 바이어와의 협상과 중국공장에서의 제조
를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물론 L/C 개설 및 결제 지연, 단가 인하 요구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A사는 단기간의 이익 추구보다는 바이어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꾸준한 수출실적을 기록 중이다.
(투자진출) 한국의 B사는 에티오피아의 공공, 민간 건설시장의 꾸준한 활황으로 인해 철강, 철근 수입에 외환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하여 에티오피아 산업부와 협력하여 철근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물론 공장 건설과정에서 당초 에티오피아 정부가 약속한 전력, 용수,
부지확보 등의 지원이 다소 지연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장 가동 이후에는 여전히 철근 생산을 위한 원자재(빌렛) 수입 외환 확보
도 쉽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근 공장으로서 현지 기업들로 부터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18년부터 에티오피아는 eVisa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Tourist) 및 비즈니스(Business) 비자를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신청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https://www.evisa.gov.et/

무비자로 항공 입국 시 국제공항(Bole, Diredawa)에 도착 후 이민국에서 1~3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한다. 육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사
전에 에티오피아 해외 주재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미소지시 입국 거부됨). 특히 케냐에서 육로로 국경도시(Moyale)를 통해
에티오피아로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배낭 여행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케냐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입국 시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입국비자 발급 가능
-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서도 사전에 비자발급 가능
- 육로 입국 시에는 인근국(케냐, 수단, 지부티) 소재 대사관에 사전신청 가능
- e-VISA 발급 후 입국 시 for on-arrival visa 창구로 가지 말고, 바로 입국 심사대로 갈 것

비자 종류는 관광비자는 최초 1개월 발급 가능하며 2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관광비자로는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하다. 수수료는 주
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 시 100달러, 도착 비자 신청시 50달러이다. 참고로 비즈니스(공용 및 상용) 비자는 관광비자와
동일하다.

ㅇ 참고로 주한에티오피아 대사관에 비자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 2매
- 여권원본(만료 6개월 이상)
- 여권 사본 2매
- 신분증 사본 2매(운전면허증 제외)
- 여권 사진 2매
- 서류(항공권, 일정표, 영문 초청장 등)
- 비즈니스 및 관광비자 구비 서류 동일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현재 에티오피아 관세청(Customs Commission)에서 아래 품목은 무관세로 소지 가능

- 담배(20팩)
- 2리터 이하의 알코올 또는 와인
- 전자제품(TV, 휴대용 라디오, 노트북, 또는 비전문가용 카메라 각 1개)

한편 에티오피아는 세관검사가 매우 철저한 편인데, 거의 전수검사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세관 검사 시 적발될 경우에는 제품의
압류 및 고관세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제품 및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113 728111
P.O. Box 2047 Addis Ababa, Ethiopia
http://overseas.mofa.go.kr/et-ko/index.do
대사관

ㅇ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113-720340
P.O.Box 5652, Addis Ababa
http://www.koica.go.kr
무상차관 지원, 에티오피아 보건역량 강화 및 기술학교 운영 지원

ㅇ 농어촌공사 프로젝트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944-105-141
1448, Woreda #1, Bole Sub-City, Addis Ababa
http://www.ekr.or.kr
KOICA 도도타댐 건설사업 추진

ㅇ 수출입은행 에티오피아 사무소(K-EXIM)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947-373-574
House No. New, Woreda 01, Nifas Silk Lafto Sub City, Addis Ababa
http://www.koreaexim.go.kr
유상차관(EDCF) 지원 - 도로건설, 송전망 구축 등

ㅇ 농진청 에티오피아 사무소(KOPIA)
전화번호
주소

+251-116-677-107
P.O.Box 2003, Addis Ababa

홈페이지

http://www.rda.go.kr

비고

종자개량 프로젝트 추진

ㅇ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에티오피아 사무소(KOFIH)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909-837-635
Nifasilk Lafto Sub-City, Woreda 03, House # 1025, Addis Ababa
https://www.kofih.org
의료기기 개선사업 지원, 현지병원 협력 심장병 수술지원 등
<자료원 :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Ministry of Defens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248 573
Addis Ababa
http://www.fdremod.gov.et
에티오피아 국방부
- Preserve the country's peace
- Defend the Nation and its constitutional order from foreign invaders, terrorists and internal
anti-peace forces
- Facilitate rapid development and democratic order building activities

ㅇ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17 345
Addis Ababa
https://ko-kr.facebook.com/MFAEthiopia/
에티오피아 외교부
- Oversees foreign relations
- Visa services and document authentication for the diplomatic, business and diaspora
community

ㅇ Ministry of Peace
전화번호
주소

+251 000 000 000
Addis Ababa

홈페이지

비고

http://www.nodomain.com
에티오피아 평화부, 신생 부처로 현재까지 대표번호와 홈페이지 등 부재
- Promote peace throughout the country.

ㅇ Ministry of Financ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560 123
Addis Ababa
http://www.mofed.gov.et
에티오피아 재무부 (MDB, 유무상차관 담당 부처)
- Formulating development policies
- Preparing development plan and budget
- Mobilizing and administering external resources
- Installing modern, efficient, effective and accountable public finance and property
administration and controlling syst

ㅇ Ministry of Transport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16 166
Addis Ababa
http://www.motr.gov.et/
에티오피아 교통부
- Ensure that transport infrastructures and constructed, upgraded and maintained
- Cause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frameworks to ensure the provision of
reliable and sage transport services
- Ensure the integrated provision of transport services

ㅇ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17 080
Addis Ababa
http://www.molsa.gov.et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
- Ensure the benefit of PWDs from equal opportunities and full participation
- Provide care and support to elderly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 Prevent social problems and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to the affected members of the
society, by conducting studies
and creating conducive condition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ㅇ Ministry of Education
전화번호

+251 111 553 133

주소
홈페이지

비고

Addis Ababa
http://www.moe.gov.et/
에티오피아 교육부
- Ensure the production of citizens who properly respect and enforce others to respec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the constitution provides
- Create citizens who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ment, in building democracy and in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

ㅇ Ministry of Mines and Petroleum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6 675 495
Addis Ababa
http://www.mom.gov.et
에티오피아광물석유부
- Generate, manage and deliver the basic geosciences (mineral and geo-energy) data of the
country for the society and the business sector
- Encourage and attract private investors to involve in the development of the mining sector by
creating conducive investment condition
- Issue licenses to private investors engaged in mineral and petroleum operations, and administe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cession agreements
- Develop the mineral and geo - energy resources of Ethiopia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ㅇ Ministry of Agriculture
전화번호

Ministry of Agriculture

주소

Addis Ababa

비고

에티오피아 농축산부
- Oversees th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of Ethiopia on a Federal level.

ㅇ Ministry of Revenu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30 666
Addis Ababa
http://www.erca.gov.et
에티오피아 세무부
- Collect and look over the revenue and tax income of the country.

ㅇ Ministry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전화번호

+251 111 265 737

주소
홈페이지
비고

Addis Ababa
http://www.nodomain.com
에티오피아 혁신과학부

ㅇ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41 268
Addis Ababa
http://www.nodomain.com
에티오피아 도심개발건설부
- Make residents beneficiaries by making urban centers to becom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centers by supplying
standardized services through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customers and stakeholders.

ㅇ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000 000 000
Addis Ababa
http://www.most.gov.et
에티오피아 과학고등교육부
- A new merger of Ministry of Science and Ministry of Education.

ㅇ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Youth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28 384
Addis Ababa
http://www.mowca.gov.et
에티오피아여성청소년부
- Create awareness and movement on the question of women and children
- Collect, compile and disseminate to all stakeholders information on the objective realities faced
by women and children
- Ensure that opportunities are created for women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country
- Encourage and support women to be organized, based on their free will and needs, with a
view to defending their rights and solving their problems
- Design strategies to follow up and evaluate the preparation of policies, legislations,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by federal government organs to ensure that they give due
considerations to women issues
- Undertake studies to identify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follow up their implementation

ㅇ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28 384
Addis Ababa
http://www.mowca.gov.et
에티오피아 문화관광부
- To study, preserve, develop and promote the cultural wealth and the national tourism
attractions of the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of Ethiopia
- build the positive images of Ethiopia with a view to adding a sustainabl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values with popular and stakeholder’s participation.

ㅇ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18 025
Addis Ababa
http://www.mot.gov.et
에티오피아 통상산업부
- Ensuring social benefit through establishing transparent, fair and competitive trade system and
generating foreign exchange earnings.

ㅇ Pla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000 000 000
Addis Ababa
http://www.npc.gov.et
에티오피아기획개발원
- Set overall targets of growth of gross domestic products and gross domestic products per
capita for the long term period of fifteen years and the breakdown of successive five-year
periods therein
- Provide guidance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priorities at the commencement of each fiveyear plan and finally approve the plan
- review the periodic evaluation results of the plan submitted by the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and ensure its integrated implementation bx federal and regional executive organs

ㅇ 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lectricit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6 611 111
Addis Ababa
http://www.mowie.gov.et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
-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s water and energy resources in a sustainable
manner, through provision of
quality and equitable supplies in the entire country

ㅇ Ministry of Health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115517011
Addis Ababa
http://www.moh.gov.et
에티오피아 보건부
- Promote health services
- Referral hospitals, and the establishment and study of research institutions
- Respect for health care services only if they do not have other authorized bodies
- Provide the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of public health service providers at various levels and
provide proof of their eligibility
- Organize research studies on traditional medicines and organize research and study institutions
- Developing convenient ways to slow down and stop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 Take an important step in avoiding those who are ill to keep the community healthy
- Studies of food content of various foods

ㅇ FDRE Federal Attorney Genera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115541868
Addis Ababa
http://www.moj.gov.et
에티오피아 감사원

ㅇ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10 033
Addis Ababa
http://www.investethiopia.gov.et
에티오피아 투자청
- Promoting the country’s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o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 Issuing investment permits, business licenses and construction permits
- Notarizing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and amendments
- Issuing 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s as well as renewals, amendments, replacements or
cancellations
- Effecting registration of trade or firm name and amendment, as well as replacements or
cancellations
- Issuing work permits, including renewals, replacements, suspensions or cancellations
- Grading first grade construction contractors
- Registering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and export-oriented non-equity-based foreign
enterprise collaborations with domestic investors
- Negotiating and, upon government approval, signing 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 Advising the government on policy measures needed to create an attractive investment climate
for investors

ㅇ Ethiopian Broadcasting Corporate (EBC)
전화번호
주소

+251 115 524 079
Addis Ababa

홈페이지

http://www.ebc.et

비고

에티오피아 국영방송

ㅇ Ethiopian News Agenc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550 011
Addis Ababa
http://www.ena.gov.et
에티오피아 연합뉴스

ㅇ Addis TV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562 769
Addis Ababa
http://www.aamma.gov.et
아디스아바바시 방송

ㅇ Oromia Broadcasting Network (OBN)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41 624
Oromia
http://www.orto.et
오로미아주 방송

ㅇ Fana TV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ㅇ FM Addis

+251 115 516 777
Addis Ababa
http://www.fanabc.com
에티오피아 민간 방송

전화번호
주소

+251 116 292 282
Addis Ababa

홈페이지

http://www.ebc.et

비고

아디스아바바 라디오

ㅇ Addis Fortune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4 163 039
Addis Ababa
http://www.addisfortune.net
주간 영자신문

ㅇ Capital Ethiopia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6 183 253
Addis Ababa
http://www.capitalethiopia.com
주간 영자신문

ㅇ The Daily Monito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560 194
Addis Ababa
http://www.nodomain.com
일간 영자신문

ㅇ FDRE 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241 000
Addis Ababa
http://www.hopr.gov.et
에티오피아 의회(하원)

ㅇ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Corporation
전화번호

+251 116 616 986

주소
홈페이지
비고

Bole-Lemi 2 공단
http://www.ipdc.gov.et
에티오피아 산업공단 개발공사(국영 산업공단 개발, 관리 담당)

ㅇ Ethio Telecom
전화번호
주소

+251 115 509 338
Addis Ababa

홈페이지

http://www.ethiotelecom.et

비고

에티오피아 국영 통신사(독점)

ㅇ Ethiopian Electric Power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5 580 602
Addis Ababa
http://www.eep.gov.et
에티오피아 발전청(수력, 풍력, 지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ㅇ Ethiopian Electric Utility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1 573 315
Addis Ababa
http://www.eeu.gov.et
에티오피아 배전청(전력 송전 및 배전 담당, 전기요금 징수)

ㅇ Ethiopian Airlines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고

+251 116 631 219
Addis Ababa Bole 공항
http://www.ethiopianairlines.com
에티오피아 항공(국적기)

ㅇ Ethiopian Road Authority
전화번호
주소

+251 115 156 603
Addis Ababa

홈페이지
비고

http://www.era.gov.et
에티오피아 도로청
<자료원 : 에티오피아 정부 웹사이트(http://www.ethiopia.go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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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ETB 28.5

No

구분

품목

1

식품

햄버거(Sishu Berger-현지 유명버거)

2

식품

3

단위

금액(USD)

단품

7.5

비빔밥

1인분

6.9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

4

식품

신라면

1봉지

5.5

5

음료

커피(Kaldis-아메리카노)

1잔

0.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3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6

8

의료

항생제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

10

교통

모노레일 요금

기본요금

0.2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0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3.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7

14

서비스

전기요금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4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18

임금

최저임금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12정

1Kwh

360ml

2

0.15

14.8

법정최저
연간

0
37000

%

<자료원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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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ㅇ 화폐단위 및 환율: Birr(비르), USD 1 = Birr 29.09 (2019.08월 기준)
ㅇ 에티오피아 내의 외화 사용은 금지되며, 여행객의 경우 현지화로 환전 후 사용

환전방법
ㅇ 공항 환전소 및 주요 호텔(힐튼, 쉐라톤 등) 내 입주하고 있는 은행
* 월-토 이용가능
ㅇ 여행자 수표의 경우 쉐라톤 호텔 환전소 및 Commercial Bank 등 일반 은행 창구에서 여권 제시 후 환전 가능
* 여행자 수표는 통용되지 않으니 주의 요망

신용카드 이용
ㅇ 국제신용카드(Master, VISA)만 사용 가능하나 일부 호텔 및 상점외 사용 불가(최근 외국인 이용이 잦은 현지식당이나 마트에 가능한
곳도 있음)
ㅇ 현지 상점 및 여행사에서 결재 후 반드시 인터넷에서 금액을 재확인(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ㅇ ATM은 시내에도 많으나 호텔 또는 은행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

나. 교통

교통상황
에티오피아는 현지인의 대부분은 미니버스(승합차 형태)나 일반 버스를 타는데 외국인들은 노선을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더욱이 배차 시간도 일정치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택시 및 렌트
카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버스
아디스아바바를 거점으로 국내 주요지역으로 가는 국내항공편이 이용 가능하다.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택시와 미니버스(승합차 형태
)가 있다.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집합해 출발을 한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적으로 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거리 버스의 출발시각
은 6시이다. 단거리 버스는 14시까지 한 시간에 한 대, 두 시간에 한 대 꼴로 출발한다. 버스 요금은 이동거리 100km당 15Birr 정도를 계
산하면 된다.

티켓 예약은 전날 가능하며, 자신이 탈 버스를 찾아 '버스 도우미(승차권 걷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고 예약 티켓을 받아오면 된다. 장거
리 이동 시 버 스가 중간도시에 멈춰 하룻밤을 묵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음날도 버스가 새벽 6시에 출발하기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
택시는 파란색(주로 토요타 구모델)의 경우 미터기는 거의 쓰지 않고 목적지에 따라 탑승전에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통 10km내외의

거리는 ETB 200~250정도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노란색(미터택시, 중국 Lifan) 택시도 늘었는데 동 택시의 경우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고 미터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택시이다. 또한 Uber와 유사한 'RIDE passenger' 어플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
용할 수도 있으며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에티오피아의 통신 사업은 국영기업인 Ethio Telecom(ET)가 독점하고 있다. 심(SIM) 카드를 이용한 선불 휴대폰은 공항 및 현지에서 구
입 가능하다. 심카드는 2G와 3G 모두 가능한데, 현재 3G 네트워크는 최대 용량에 도달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2008년부터 Ethio
Telecom을 통해 고속 인터넷 사용 가능한데 회사에 신청서와 정해진 수수료 지불(사용료는 200~250birr)하고 인터넷 통신 기기는 시내
컴퓨터 매장에서 약 2,000birr에 구입 가능하다. 이외에 주요 호텔과 대도시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용 가능하나 비싼 편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512Kbps~100Mbps이며 월 사용료(보증금, 연결수수료 포함, 설치비 별도)는 아래와 같다. / 15% VAT 별도

- 512Kbps: 월 사용료: 665.00비르
- 1Mbps: 월 사용료: 1,190.00비르
- 2Mbps: 월 사용료: 2,152.50비르
- 4Mbps: 월 사용료: 3,885.00비르
- 10Mbps: 월 사용료: 7,093.70비르
- 100Mbps: 월 사용료: 55,224.13비르

(2019.08.16 기준)

추가로 3G/4G dongle 과 3G/4G(LTE) Wi-Fi router를 위한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며, 기기와 사용료는 별도 지불이다.
- 3G dongle &3G Wi-Fi router 구독료: 699 &1,300비르
- 4G dongle &4G LTE Wi-Fi router 구독료: 2,229 &4,029비르
- 1GB: 100비르
- 2GB: 190비르
- 4GB: 350비르
- 10GB: 700비르
- 20GB: 1,300비르
- Unlimited: 1,900비르
위의 금액은 월 별 사용료이며, 패키지 용량을 넘을 시 20 cents/MB 가 부과된다.

이 밖에 EVDO(USB 스틱 형태의 인터넷 모뎀)라는 이동식 신호발생기도 있는데 이론상 서비스 최대 속도는 0.39MB/s에 달하고 월 최소
이용 요금은 1G에 1,200 비르이다.

설치 및 신청방법은 에티오텔레콤(Ethio Telecom - www.ethiotelecom.et) 웹사이트 참조

라. 관광명소

ㅇ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iopia)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Addis Ababa
5 Kilo, Kind George VI St., infront of Addis Ababa University Institute of Technology, Addis
Ababa, Ethiopia
09:00~15:30
일요일 휴무
최초의 인류인 Lucy가 보존되어 있으며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임.

ㅇ 운또또산(Mount Entoto)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Outskirt of Addis Ababa

운영시간

해당사항 없음

휴무일

해당사항 없음

명소소개

에티오피아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등산코스도 있음.

ㅇ 삼위일체 교회(Holy Trinity Cathedral )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Addis Ababa
4 Kilo area, arou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ddis Ababa, Ethiopia
보통 09:00~16:00까지
일요일 휴무
에티오피아 정교의 중심교회

ㅇ 세인트 메리 시온 교회( St. Mary of Zion)
도시명

Axum

주소

Axum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에티오피아의 고대 수도로서 시바 여왕의 유적지이며, 에티오피아인들이 십계명 법궤(Ark of
Covenant)가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St. Mary of Zion 교회가 있음. 여자는 St. Mary of Zion 교회를
포함하여 동 교회부지 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없다. 아디스 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지 점에 위치하
고 있음.

ㅇ 청나일 폭포(Blue Nile Falls)
도시명

Bahir Dar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Bahir Dar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암하라주의 수도로서 청나일강의 수원지인 Tana 호수와 Blue Nile 폭포(낙폭 약 50m) 및 기독교 순례지
등으로 유명함. 아디스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약 450Km 떨어져 있으며 항공기를 통해 이동 가능함.

ㅇ 랑가노 호수(Lake of Langano)
도시명

Langano

주소

Langano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보통 09:00~16:00까지
휴무일 없음
물빛이 황토색이나 수질이 깨끗하여 에티오피아내에서 유일하게 수영할 수 있는 호수로 알려져 있으며, 인
근에 Abita-Shala 호수 국립공원이 있음. 주말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며 수영, 낚시, 캠핑, 보
트타기,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210Km에 위치함.
<자료원 : 에티오피아 정부 및 투자청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카스텔리(Castelli's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1 563 580

주소

Mahatama Gandhi Street, infront of Mahmood Music Shop, Addis Ababa, Ethiopia

가격

20~2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토요일, 10:30~21:00
일요일
이탈리아 식당(현지에서 이탈리아식당중 가장 비싸고 유명한 집)

ㅇ 아부치(Abucci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912 501 827

주소

Bole Atlas Road, near South Sudan Embassy, Addis Ababa, Ethioipa

가격

12-17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토요일 12:00~15:00, 19:00~22:30
일요일
이태리 식당으로 유명하고 가격대비 맛이 좋기로 소문

ㅇ 요드 아비시니아(Yod Abyssinia)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6 612 985

주소

Bole, Medhanialem Church Area, Addis Ababa, Ethiopia

가격

9-11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일요일 11:00~21:00
없음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전통식당으로 에티오피아의 주식인 인젤라와 기타 음식들을 판매. 저녁식사 시에는
공연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ㅇ 시슈버거(Sishu Burger )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920 061 063

주소

Alexander Pushkin St, Mid way

가격

8-10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일요일~토요일, 11:00~21:00
월요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햄버거 가게

ㅇ 한 레스토랑(Han Restaurant)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933 198 888

주소

Bole, Olompia, Addis Ababa

가격

15-20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월요일~일요일, 11:00~14:00, 17:30~22:00
없음
에티오피아의 대표적인 중식당

- 한국식당
ㅇ 대장금(De Jangum)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912-609-201

주소

Bole Road, Africa Avenue, Addis Ababa, Ethiopi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Bole 도심에 위치한 한식당

ㅇ 레인보우(Rainbow)
도시명
전화번호

Addis Ababa
+251 113 204 606

주소

Addis Ababa, Nearby Hotel Ramad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Bole 도심에 위치한 한식당

ㅇ 아리랑(Arirang)
도시명
전화번호

+251 113 204 606

주소

Mauritania St, Addis Ababa

가격

12-15달러(1인당 평균)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바. 호텔

Addis Ababa

11:00~21:00
없음
아디스아바바 Old Airpot에 위치한 한식당

- 비즈니스 호텔
ㅇ 라디슨 블루(Radisson Blu)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Kazanchis Business District, A few blocks from the Ministry of Trade &UNECA,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57 600

홈페이지

http://www.radissonblu.com

숙박료
소개

180~20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호텔이며 소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

ㅇ 인터콘 아디스(IntercontinentalAddis)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Kazanchis Business District, Walking Distance from UNECA,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80 444

홈페이지

http://www.intercontinentaladdis.com

숙박료
소개

95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 내 소재. 외국인들과 현지인이 주로 찾는 호텔이며 소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

ㅇ 라마다(Ramada )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Road, Africa Avenue, afew blocks to Millennium Hall

전화번호

+251 116 393 939

홈페이지

http://www.ramadaaddis.com

숙박료
소개

15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 내 소재. 3년전 완공한 깨끗한 호텔로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주로 투숙하는 호
텔. 행사장이 펑션룸 2개 밖에 없어 소규모 행사만 가능

ㅇ 골든튤립(Golden Tulip )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Road, Behind Edna Mall,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6 183 333

홈페이지

https://www.goldentulip.com/en-us/

숙박료
소개

USD 147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쇼핑몰인 Edna Mall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번화가에 있음.

ㅇ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Marriott Executive Aprtments)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African Avenue Kebele 19, Woereda 01,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184 600

홈페이지

http://www.marriott.com

숙박료
소개

200달러
공항으로부터 15~20분 거리내 소재. 고급 호텔로 유명
<자료원 : 각 호텔별 웹사이트>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최근 2년간 지방도시의 경우 갑작스런 폭동이나 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아디스아바바 도심
에서도 평화시위가 과격 폭력시위로 돌변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낮 시간대는 도보 이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가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
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동양인을 China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 시비
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추천하며 밤 시간대는 호텔이나 번화가를 제외한 인적이 드문 곳의
출입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폭동 혹은 시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홀로 다니기 보다는 가급적 2인 이상으로 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지정한 에티오피아 각 주별 여행 경보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남색경보(여행주의) : Tigray(티그라이주), Amhara(암하라주), Benishangul-Gumuz(베니샹굴구무즈주), Gambela(감벨라주),
SNNPR(남부 국가 민족), Addis baba(아디스아바바시), Oromia(오로미아주), Harar(하라리주), Dire Dawa(디레다와시)
2) 적색경보(철수권고) : Afar(아파르주), Somali(소말리주)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 대처시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특히 폭력사건이나 치안상의 위혐이 가해지면 호텔이나 자택에서 머물면서 상황을 예의주
시해야 한다. 만약 다치거나 병원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사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주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다.

1) 교통사고

경상일 경우 운전자와 협의하여 병원 치료비 등을 합의하는 정도이며, 중상일 경우 응급구조번호 99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한편
구급차를 부를 경우에는 구급차 대표전화번호 907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늦기 때문에 구급차가 늦
게 올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차량에 태워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 중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골절, 내출혈
등 심각한 경우에는 대형병원으로 곧바로 이동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대형 병원으로는 아디스아바바대학 부속 병원인 Black Lion
Hospital, 명성기독병원(MCM), 노르웨이병원(Nordic Hospital) 등이 꼽힌다.

참고로 명성기독병원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며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ㅇ 명성기독병원(MCM -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 에티오피아 최고 시설ㆍ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며 많은 외국인이 이용
- 한국인 병원장ㆍ간호사와 외국인 의료진이 진료함
- 주ㆍ야간 응급센터 전화 : 251-11-629-46-02(앰뷸런스 운영)
- 대표 전화번호 : 251-11-629-29-63 (FAX 251-11-629-27-95)
- Quick service Referral Center(신속진료센터) : 핸드폰 0922-366-401
- 한국어 통화 가능 전화: 핸드폰 0922-750-101 또는 0921-307-284
- 홈페이지 : www.mcmet.org
- 이메일 : msmcmet@gmail.com
- 진료과목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지갑 분실시에는 대표전화 991에 문의하거나 혹은 주변의 경찰관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혹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 관할 경찰서)를
문의하여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분실사실을 보고하고, 경찰서로 부터 분실사실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한편 에티오피아 경찰
서에 신고 하더라도 분실된 지갑의 경우 이를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여권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에티
오피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참고로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Box 2047, Addis Ababa, Ethiopia
ㅇ 대표번호 : (251) 113-72-81-11
ㅇ 긴급연락처 : (251) 91-121-0508(근무시간), (251) 92-217-4741(근무시간외)
ㅇ E-mail : ethiopia@mofa.go.kr

3) 응급 전화번호

ㅇ 긴급 상황 : 991
ㅇ 연방경찰 : 0115-512744
ㅇ 아디스아바바 경찰 : 0111-559122
ㅇ 정보(Information) : 0115-526302
ㅇ 교통경찰 : 0116-628085~7 / 0115-528222
ㅇ 소방서 : 939
ㅇ 구급차 : 907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택 임차 시에는 사무실 위치는 물론 국제학교 및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Stadium, Megenagna,
Mexico, Kera, Torhailoch, Merkato, CMC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위치 선정 후 부동산 업자를 통해 임
차 가능한 물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다.

- www.rentinaddisagent.com
- www.ezega.com/RealEstate/properties-for-rent
- www.realethio.com
- www.delala.com

계약 체결시에는 임대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임차료를 낼 경우 임대주에 따라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또한 현지화보다는 달러로 임대비를 낼 경우에는 추가적인 협상도 가능하다) 만약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찾았다면 브로커가 연 임
대료의 20%를 수수료로 임대주로부터 받는다. 계약 체결 시 임대주와 임차인의 서명은 물론 주변 증인(Witness)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
이 보통이다.

전화
집에 설치하는 전화는 집 주변의 Ethio-Telecom 사무실에 ID를 지참하여 방문, 현장에서 전화 신청서 및 수수료(약 20달러)를 지불하고
신청하면 되고,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ID를 지참하고 가까운 Ethio-Telelcom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USD 2를 지불하
면 된다. 약 12시간 뒤 심카드와 전화번호가 발급된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데 여권 사본 및 원본, 체류허가증, 주택임대계약서
를 지참하여 가까운 Ethio-Telcom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압/플러그
에티오피아의 전압/플러그는 C, E, F, I 형이 사용되며 전압은 220V에 50Hz이다.

식수
에티오피아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매우 많아 식음용으로 절대 사용이 불가한 수준이다. 이에 마트에서 파는 생수나 5L들이 대용량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며 생수값도 매우 저렴하다. 주로 선호하는 브랜드는 Yes, Aqua Addis, Agmas, Abyssinia, Aqua Safe 등이 있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에티오피아에서는 외국인도 차량을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는 곧바로 차량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 지
역 도로청(아디스아바바의 경우 Addis Ababa Road authority)에 차량 등록 및 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증을 발부받게 된다.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 inspection form(차량검사 및 등록 신청서)
- Third party insurance certificate(보험가입증)
- Receipt and other document received from seller(차량 구입계약서 및 기타 판매자로부터 받은 관련서류)
- Service Fee(차량 등록 및 검사비용 납부)

참고로 차량보험 가입 시, 차량을 직접 보험사로 가지고 가서 차량 견적 및 차량 검사를 실시하고 견적을 받는다. 견적에 동의하면 곧바로
보험료(보통 연단위)를 납부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차량가격
해외로부터 차량을 수입할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중과세를 물리는 것이 보통인데 세금의 종류로는 관세(35%), 소비세(30%), 부가세
(15%), 물품세(Sur Tax, 10%), 원천세(Withholding Tax, 3%)가 있으며, 보통 차량 수입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현지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신차의 경우 앞서 설명한 세금을 더한 금액에 해상운송비, 내륙운송비(약 2,000달러), 딜러 커미션 등을 합
하게 되면 가격은 차량 원가의 2.5배가 된다.

한편 에티오피아에서는 신차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고차 구입을 선호하는데, 5년 이상된 중고차량을 기준으로 2000CC 이하의 도요타
Vitz는 약 20,000달러, 2,000~3,000CC 사이의 SUV는 30,000~35,000달러를 호가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오프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요타 랜드 크루저(Land Cruiser)의 경우 약 40,000~50,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운전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 운전면허 발급 신청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
다.

- 기한이 만료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 영문/암하릭어 공증(대사관 발급)
- 에티오피아 도로청(Ethiopian Road Transport Authority)에 현지 운전면허 발급을 요청하는 대사관의 공식서한
- 상기 서류 준비 완료 후 사진, 신체검사증명서(시력, 청력 및 기타), 운전면허 발급 신청서,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수수료 지참
후 에티오피아 도로청에 직접 내방 후 신청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에티오피아의 주요 공공, 민간은행은 약 5개 내외로 꼽을 수 있으며 각 은행별 세부 정보는 아래와 같다.

ㅇ Dashen Bank
- 본사 : Addis Ababa
- 지점수 : 370
- 외환 취급지점 수 : 10
- 연락처 : 전화 +21 114 661 380, 이메일 info@dashenbanksc.com, 웹사이트 www.dashenbanksc.com

ㅇ Commercial Bank of Ethiopia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국영)
- 본사 : Headquarter: Addis Ababa

- 지점 수 : 1,280
- 외환 취급지점 수 : 본사 연락 후 확인 가능
- 연락처 : 전화 +251 111 228 755, 이메일 contactcbe@cbe.com.et, 웹사이트 www.combanketh.et

ㅇ Awash Bank
- 본사 : Addis Ababa
- 지점 수 : 370
- 외환 취급지점 수 : 본사 연락 후 확인 가능
- 연락처 : 전화 +251 115 570 087, 이메일 contactcenter@awshbank.com, 웹사이트 www.awashbank.com

ㅇ Wegagen Bank
- 본사 : Addis Ababa
- 지점 수 : 285
- 외환 취급지점 수 : 본사 연락 후 확인 가능
- 연락처 : 전화 +251 118 787 921, 이메일 info@wegagen.com, 웹사이트 www.wegagen.com

ㅇ Abyssinia Bank
- 본사 : Addis Ababa
- 지점 수 : 304
- 외환 취급지점 수 : 본사 연락 후 확인 가능
- 연락처 : 전화 +251 115 583 667, 웹사이트 www.bankofabyssinia.com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이 미화,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내방 후 개설할 수 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며 계좌 개설시까지 최소 2일~1주일 이내에 가능함)

- 현지에 체류하는 법인소속 외국인은 대사관에 방문하여 법인에 대한 소개, 개설 신청자의 직위, 연봉 수준, 체류 기간 등을 적시하여
대사관에 공식서한 발급을 요청
- 외교부에서 발행한 체류허가증
- 여권
- 사진 2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International Communicty School of Addis Ababa (ICS)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영어(유치원~12학년까지 운영)
33,000~37,500달러/년 (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icsaddis.org

ㅇ Sandford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영어(유치원~13학년까지 운영)
15,000~20,000달러/년 (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sandfordschool.org

ㅇ Lycee Guebre Maria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불어(유치원~12학년까지 운영)
4,500~4,800달러/년 (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guebre-mariam.org

<자료원 : http://www.icsaddis.org, http://www.sandfordschool.org, http://www.guebre-mariam.org>

- 현지학교
ㅇ Bingham Academy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영어(유치원~12학년까지 운영)
10,000~11,000달러 내외(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binghamacademy.net

ㅇ School of Tomorrow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영어, 암하릭어(유치원~12학년까지 운영)
500~1,000달러 내외(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schooloftomorrow-edu.com

ㅇ Gibson Youth Acade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Addis Ababa
영어, 암하릭어(유치원~12학년까지 운영)
5,000~7,500달러 내외(저학년일수록 낮고 고학년일수록 비쌈)
http://www.gyaschool.net

<자료원 : http://www.binghamacademy.net, www.schooloftomorrow-edu.com, http://www.gyaschool.net>

마. 병원

ㅇ MCM Hospital(명성병원)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Gerji, Bole Subcity, P.O.Box 15478, Addis Ababa

전화번호

+251 116 295 422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LandMark Hospital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Mozambique st., Behind the African Union,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5 525 463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Hayat Hospital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Subcity,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116 620 88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Nordic Hospital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Bole Subcity, Kebele 01, House No. 1244,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929 105 653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Black Lion Hospital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Zambia Street, Next to the Immigration office, Addis Ababa

전화번호

+251 111 111 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St. Paul Hospital
도시명
주소

Addis Ababa
Swaziland Street, Next to the Ethiopian Public Health Institute, Addis Ababa, Ethiopia

전화번호

+251 910 660 475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Assela
도시명
주소

Assela
Assela, Ethiopia

전화번호

+251 910 554 965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Gondor hospital
도시명
주소

Gondor
Gondor, Ethiopia

전화번호

+251 581 141 240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Hawassa Teaching Hospital
도시명

Hawassa

주소

Hawassa, Ethiopia

전화번호

+251 462 205 311

진료과목

종합병원

ㅇ Jimma hospital
도시명
주소

Jimma
Jimma, Ethiopia

전화번호

+251 471 111 458

진료과목

종합병원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Edna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Addis Ababa
Cameroon Street, Bole Subcity, Infront of Bole Medhanialem Church, Addis Ababa
http://www.ednamall.co/
Cinema, Family Entertainemnt, Play Station, Shopping Services

ㅇ Century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Gurdshola, on the way to CMC, Addis Ababa, Ethiopia

비고

Cinema, Family Entertainemnt, Play Station, Shopping Services

ㅇ Friendship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Africa Avenue, Bole Subcity, Around the Millenniem Hall, Addis Ababa

비고

Shopping, Restaurants, Play Station

ㅇ Dembel City Center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Africa Avenue, Bole Subcity, Infront of the Ethiopian Investment Commission, Addis Ababa

비고

Shopping, Restaurants

ㅇ Mafi City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Cameroon Street, Bole Subcity, Infront of Bole Medhanialem Church, Addis Ababa

비고

Shopping

ㅇ Zefmesh Grand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Yeka Subcity, Kenenisa Avenue, Megenagna Round About, Addis Ababa

비고

Shopping, Consumer Goods, Entertainment

ㅇ Getu Commercia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Airport Road, Across Shoa Bakery, Olympia, Addis Ababa, Ethiopia

비고

Shopping, Restaurants and business center

ㅇ Birhane Adere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Cameroon Street, Bole Subcity, right across Bole Medhanialem Church, Addis Ababa

비고

Shopping, Restaurants and business center

ㅇ Laphto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Addis Ababa
Old Airport, Next to Bisrate Gebriel Church, South Africa Street, Addis Ababa, Ethiopia
http://www.laphto.com
Swimming, Gym, Basketball, Volleyball and other league sports, Youth Programs/Camps,
Screening Room, Event/Conference Facilities &Screening Room Shopping, Dance Club, Running
Track, Parking Facilities.

ㅇ Morning Star Mall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Addis Ababa
Bole, Next to Harmony Hotel, Addis Ababa Ethiopia.
http://www.morningstarmall.com
Shopping, Restaurants and business center

ㅇ Yirga Haile Shopping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Merkato, Addis Ababa

비고

Clothings stores and electronics shops, bridals

ㅇ Selam City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Bole Medhanialem, Airpoer Road, Addis Ababa, Ethiopia

비고

Shopping, Restaurants and business center

- 식품점
ㅇ Shoa Shopping Center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Stores in10+ Locations: Piassa, Welo Sefer, Bethel, Torhailoch, Sarbet, Bisrate Gebriel, Total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Bambis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Hailegebre silassie Street, on the way to Meskel square,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AllMart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Jemo and Gerji,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Safeway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Lebu, Bole Atlas, Gerji Mebrat Hail and CMC Michael,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Abadir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Lebu, Lideta Mexico and 4 Kilo,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Novis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Bole Rwanda, a few blocks from the Ramada Hotel,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Friendship Hy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Africa Avenue, Bole Subcity, Around the Millenniem Hall, Addis Abab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Fantu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Bole Rwanda, and Sarbet around the Canadian Embassy,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Gara Mar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Lebu Mebrat Hail, Addis Ababa, Ethiopia
Bakery Products, Sanitary Tools, Processed foods, household electronics, fruits and vegetables
etc.

ㅇ Fresh Corner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Stores in 4+ locations, Gerji, Bethel, 22, CMC, Jemo, Addis Ababa
Wide viriety of food, wine, cheese and other dairy products, fresh meat, vegetables and fruits

ㅇ Shi Solomon Hailu Supermarket
도시명
주소
취급 식료품

Addis Ababa
Kirkos Subcity, Ras Biru St, Addis Ababa
Food stuff; Fresh meat, vegetables, bottled water, sanitary stuff

- 기타 편의시설
ㅇ Addis Ababa Golf Club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Kolfe Keranio Subcity, Woreda 24, Old Airport

소개

Golf club offers Golf Course in Ethiopia with 9 holes. Golf club also has calm and clean
restaurants and areas to use for different occasions.

비고

전화번호: +251 113 201 893

ㅇ Juventus Club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Juventus club offers a gym, grounds for a few sports and Italian Food.

소개

Juventus club offers a gym, grounds for a few sports and Italian Food

비고

전화번호: +251 115 516 464

ㅇ Yaya Village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11KM from the center of Addis Ababa on the road towards the town of Sululta

소개

Yaya Village a four star resort has a hotel, gymnasium, restaurant, steam/sauna, physiotherapy,
massage, beach volleyball court, horse riding, running track and an organic farm, Surrounded by
lush green forest and mountains with ideal temperatures

비고

전화번호: +251 912 608 808

ㅇ Hilton Hote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Menelik II Avenue, Opposite to the Ministry of

소개

The Hilton Addis Ababa offers spacious accomodations, bars and restaurants and state of the art
Health Club, fitness center and natural hot spring swimming

비고

전화번호: +251 115 170 000

ㅇ Boston Day Spa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Africa Avenue, Boston Partners Building, Addis

소개

Boston day spa is a very reputable and full service spa with a choice of relaxing massages,
facials, baths, or body treatments

비고

전화번호: +251 116 636 557

ㅇ Beer Garden Inn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Africa Avenue, Next to Morning Star Mall, Addis Ababa

소개

An Ethio-German 3 star hotel in Addis Ababa, Ethiopia offering warm Ethiopian hospitality.
European and German specialties, as well as Ethiopian favourite dishes can be enjoyed at the
restaurant as well as the pub brewery which has its own special home-brewn beer: Garden Bru

비고

전화번호: +251 116 182 591/95

ㅇ Sheraton Hote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Taitu Street, Kebele 24, Addis Ababa, Ethiopia

홈페이지

http://www.nodomain.com

소개

Sheraton Hotel offers spacious accomodations, bars and restaurants and state of the art Health
Club, fitness center and natural hot spring swimming

비고

전화번호: +251 115 171 717

ㅇ Eliana Cinema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Chilchill Road, on the way to Cathedral School, Addis Ababa, Ethiopia

소개

Eliana Cinema is a newly opened spot in the hotel with a huge space for all kinds of
entertainment.

비고

전화번호 : +251 926 080 808

ㅇ Gast Entertainment Mall
도시명

Addis Ababa

주소

CMC around St. Michael church

소개

Gast Mall recently opened around CMC and it’s the first of its kind in Addis as it’s the first mall
fully dedicated to entertainment.

비고

전화번호 : +251 930 113 399
<자료원 : KOTRA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자체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Ethiopian Christmas Day

2019-01-07

에티오피아 크리스마스

Epiphany

2019-01-20

예수공현일

Adwa Victory Day

2019-03-02

아드와 전승 기념일

Ethiopian Good Friday

2019-04-26

예수 십자가형 추모일

Ethiopian Easter Sunday

2019-04-28

부활절

International Labor Day

2019-05-01

국제 노동절

Patriot's Victory Day

2019-05-05

애국자 승리일

Derg Downfall Day

2019-05-28

민주정권 수립일

Eid ul Fitr

2019-06-04

라마단 종료일

Eid al-Adha

2019-08-11

메카순례 시작일

Ethiopian New Year

2019-09-12

에티오피아 신년

Meskel

2019-09-27

참십자가 발견일

Mewlid Al-Nebi

2019-11-09

예언자 모하메드 탄신일

<자료원 : 에티오피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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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KOTRA 무역관 안내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Addis Ababa - Commercial Section, Embassy of the Rep.
of Korea)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무역관 주소 : Kolfe Keranio, Kebede 13, Woreda 24, House # 47(2466), Addis Ababa, Ehtiopia
ㅇ 우편 배송지 : P.O.Box 5629, Addis Ababa, Ethiopia
ㅇ 전화: (251-11)320-4305/19/91
ㅇ 팩스: (251-11)320-4396
ㅇ E-mail: freeman@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ㅇ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은 Bole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시내 쉐라톤 호텔, 힐튼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서 택시 및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나, 교통 체증시 1시간도 소요될 수 있음 (현재 시내 경전철 공사로 교통체증 심화). 버스 및 미니버스도 있으나 택시
이용을 권장한다.

ㅇ에티오피아 택시는 미터기가 없어서 타기 전에 흥정을 해야 한다.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 공항(Bole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아
디스아바바 무역관 사무실까지는 현지화 250~350Birr(약 12~16USD) 정도를 지불하면 적당하다.

ㅇ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 공항 출구를 나와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우측편에 Lucy, They Ride 택시가 있다(노랑-초록). 혹은 주차장
을 벗어나 일반 택시(파랑-하양)를 이용할 수 있음. 노란 택시가 파란 택시보다는 더 신형이고, 파란 택시는 벼룩에 물릴 가능성도 높아 노
란 택시를 권장한다.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Ride App을 깔아 우버 처럼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GPS 활용법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역관에 전화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보통 호텔이 밀집한 Bole 지역에서 부터 출발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Tourhayloch에서 Total 방향으로 이동하여, Korea Business
Center 푯말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온 후 직진하다 두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한다(구글 맵 좌표 : 8.966800,38.716577).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