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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