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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하였으며 2020년 4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
를 위해 투자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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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20년 4월 2일에 투자법을 개정을 발표해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의 확대를 하였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 투자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투자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nvestment Proclamation No. 1180/2020

ㅇ 투자법 주요 내용
- 최소 투자자본금 : 외국인 단독투자(USD 20만), 국내기업과 합작투자(USD 15만), 컨설팅, 기술평가, 인쇄업 단독투자(USD 10만),
국내기업과 합작투자(USD 5만). 개인유한회사(PLC)에서 주식회사(share company)로의 변경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사람, 외국
인투자가가 소유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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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가 장관이 투자위원회(Investment Board)의 의장이 되며, 총리가 지정한 정부 인사, 무역, 산업, 서비스, 재무, 세
수, 농업, 에너지, 그리고 기타 분야를 대표하는 8명의 정부인사가 부의장이 된다. 민간분야 대표 2명(투표권 없음), 마지막으로 위원회 멤
버이자 총무인 투자청 청장, 이상의 13명으로 구성된다. 투자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법(Investment Proclamation)의 실행 및 관련 정책 결정 등
·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나 범위,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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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항공 운송 서비스, 전력,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허가는 에티오피아 에너지청, 에티오피아 통신청, 에티오피아 항공청이 관할하고 있다. 원스톱숍 서비스로서 에티오피
아 투자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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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도덕, 공중보건이나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로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주로 국가 주도의 산업
혹은 보호가 필요한 국내 영세업에 촛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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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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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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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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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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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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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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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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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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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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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