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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