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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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