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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GO법 및 관련법안

필요가 있다.

1부. NGO 등록

탄자니아에서의 NGO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과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먼저 NGO와 관련된 법안은 ① NGO법(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2002,
2005 개정), ② 협회법(The Society Act, 1954), ③ 법인설립법(The Trustees Incorporation
Act, 1956), ④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02)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법안은 영국의 관습법을

NGO등록이 가능하며,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자산취득 가능여부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길라잡이는 NGO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부. NGO 활동

기반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제정되고 개정된 법안이 NGO법이지만, 모든 관련 법안을 이용하여

1. NGO 정책

‘NGO법’의 기반이 되었다. 탄자니아 정부는 1996년에 탄자니아 사회개발위원회(TACOSODE),
탄자니아 NGO협의회(TANGO, Tanzania Association of NGOs)와 같은 총괄조직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NGO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본 정책 수립의

3부. 탄자니아 소개

‘NGO 정책’(The National NGO Policy)은 2001년 정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2002년 제정된

가장 큰 목적은 NGO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출하고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관련법안

서비스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권장하는 것이다.

-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2002 Arrangement of Sections

1) 구성  
•NGO의 역할과 책임

- NGO Work in Tanzania, revised version 2012 (kepa) http://www.kepa.fi

•NGO의 정당성

-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a NGO Under the NGO ACT, No. 24, 2002

•NGO의 정책목표

- http://www.tnnc.go.tz

•정책 이슈 - NGO의 자격요건

부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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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제도적, 법적 체계

9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설립될 수 있으나, 위 조직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공유와 교환

2) NGO의 법적 성격

•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등록된 NGO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인정받는다.

•정책집행

•고소 및 소송제기

1부. NGO 등록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자산(동산/부동산)에 대한 구입과 처리

2) NGO정책에서 정의하는 NGO

•약정 체결

NGO에 대한 정의는 NGO법에서 더 구체화되지만, 본 정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법인으로서 의무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일련의 활동 실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이슈를 옹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3) 관할 부서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자율적이다.”

NGO법 신설 초기에는 부통령 부속실에서 법의 이행을 담당하였는데, 2006년 지역사회개발/

2부. NGO 활동

“NGO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구성된 자발적 집단으로,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및

여성/아동 부처(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Gender and Children, 2016년 현재

2. NGO법1)

보건지역개발부) 산하의 NGO 조정분과를 신설하면서, 신설 분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NGO 조정분과는 크게 NGO등록부, 조정/모니터링부로 나뉜다. 또한 ‘국가NGO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NGO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탄자니아 NGO의 자발적인

통합'을 받아들여, 2002년 제정되었다. 본 법안은 2005년 개정을 통하여 NGO의 등록과

규제조직인 NACONGO(National Council of NGOs)와 협력하고 있다.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Tanzania National NGO Coordination
Ministry of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Gender, Seniors & Children

개인 또는 조직의 자발적 그룹으로 자율적이고 비정파적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P.O. BOX 3448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및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슈 옹호, 강화 및 촉진을 위한 활동으로

11486 Dar es Salaam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다.

Tel.+255-22-213526 / 2137679 / 2123146

노동조합, 스포츠클럽, 정당, 지역사회 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 종교

http://www.tnnc.go.tz

1)

부록 I.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참조

부록

1) NGO법에서 정의하는 NGO

3부. 탄자니아 소개

NGO법은 NGO정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NGO등록의 간소화 및 NGO와 관련된 다수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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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GO 등록

수수료
•접수 수수료 : 15,000 실링
•인지세 : 1,500 실링
•등록 수수료 : 25,000 실링(군(District)단위), 40,000 실링(주(Rigional) 단위), 50,000

국내 NGO(Local NGO) 또는 국제 NGO(International NGO)로 등록 가능하다. 국내 NGO의

실링(국가(National) 단위)

1부. NGO 등록

1. 등록 형태

경우, 군(District), 주(Regional), 국가(National) 단위로 나뉘며, 폐지되지 않은 기존의 법을
기반으로도 NGO로 등록이 가능하다. 2)

2) International NGO
NGO법에서는 탄자니아 외부의 자선단체 및 조직을 INGO로 인정한다. 등록절차는 2005년
개정된 NGO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등록 절차(INGO와 동일)
보건지역개발부의
NGO등록부에
신청서 제출

추천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위원회의 승인 후,
사회개발위원회(TACOSODE, Tanzania


NGO등록 완료
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로 전달
(접수 후 1개월 이내)

NGO

NGO등록부

조건
•발기인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탄자니아인 3인을 포함한다.
•정해진 양식을 사용한다. (NGO A form No. 15))

사회개발위원회

서류

서류6)

•신청서 : 양식사용

•공문(cover letter)

•법인설립인가증 : 자선단체 또는 자선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을 증명

•신청서 : 양식사용

4)

3부. 탄자니아 소개

등록 절차(Local NGO와 동일)
3)

•단체 정관

2부. NGO 활동

1) Local NGO

•단체 법인설립인가증 2부 : 자선 단체 또는 자선목적에 대한 증명, 영문 번역 후 공증

•발기인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된 문서(예, 회의록)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직원 명단(인적사항 포함) 및 사무실 정보

•단체 정관(복사본) 2부 : 영문 번역 후 공증
•발기인 명단 및 인적사항(이력서, 임명장, 여권사본, 사진)

2) 기타 법안을 활용한 등록은 “8.기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짐.
3) http://www.tnnc.go.tz에서 확인 가능
4)	정관 요건 : 용어의 정의, 단체의 세부사항, 설립목표/핵심가치/미션과 비전, 단체의 구조(총회/이사회 등의 구성/기
준/권한, 기관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자격/권한/임무/임기), 단체 재정(예산 출처, 감사보고서의 승인, 회계연도, 은
행계좌 및 서명인, 회계규정), 정관의 개정, 단체의 해체 및 재산처리, 단체 직인, 회원(자격/권리/의무/자격정지), 저
개발 국가 지원 관련 해외개발사업(지역개발, 교육, 아동, 구제 등 광범위하게 기술) 내용

5)
6)

부록 VI.양식 / 1.NGO등록 신청서 참조
http://www.tnnc.go.tz에서 확인 가능

부록

•대표자(운영진) 명단 및 인적사항(이력서, 임명장, 여권사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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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탄자니아에 지부를 설립한다는 한국 본부 이사회 결의사항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

받은 부처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토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당 부처는

•직원 명단(인적사항 포함) 및 사무실 정보

사회개발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이의제기를 기각하거나,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부. NGO 등록

•본부 주소 및 탄자니아 지부 사무소 주소 (NGO등록 시 단체 명의로 임대된 사무소를 의미, 즉
NGO등록 전 사무소 확보 필요)

3. NGO등록증

•군/주 담당직원 (Assistant Registrars)의 추천서
•기타 세부사항(NGO 등록처 요청 시)

NGO등록증은 정관이나 증명서에 명기된 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증에는 NGO의 이름과 주소, 활동지역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위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한 후 관할 구청에서 Community Development Officer의 확인

4. TRA 등록 및 TIN 발급

수수료

NGO로 등록이 완료되면, 각 NGO는 사업자 고유번호인 TIN(Taxpayer Identification

•접수 수수료 : 15 USD

Number)을 발급받아야 한다. TIN은 직원 고용, 세금 납부, 재산 구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인지세 : 2 USD

절차이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TRA7)(Tanzania Revenue Authority)에 방문하여 NGO

•

 등록 수수료 : 250 USD

등록증명서, 사무실 계약서(Rent), 단체장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업자 고유번호(TIN_taxpayer

2부. NGO 활동

도장을 받은 후 보건지역개발부에 제출

3부. 탄자니아 소개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록 거부 및 이의제기
사회개발위원회(TACOSODE)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NGO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NGO의 활동이 공익을 위하지 않거나, 법률에 반하는 경우
•신청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특정 자료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사회개발위원회가 NGO의 등록을 거부한 경우, 21일 이내에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거부당한 단체는 담당 부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7)	http://www.tra.go.tz/

TIN 예시

부록

NGO등록증 예시

또한 NGO협의회(TANGO)의 요청으로도 거부될 수 있다.

14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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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 사본
•

1) 활동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8) 제출 및 연간 수수료 지불

등록부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탄자니아에 등록된 모든 NGO는 이사회, 이해관계자,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활동보고서와

발급한다.

9)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수수료 를 지불해야 한다.

1부. NGO 등록

5. 준수사항

6. NGO등록증의 정지 또는 취소
연간 수수료
다음의 경우 NGO등록증의 효력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International NGO : 100 USD(매년 12월 납부, 미납 시 벌금 300 USD 포함 400 USD 납부)

•NGO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에 명기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납부방법
•군, 주 단위로 등록된 NGO는 NMB(National Microfinance Bank)의 예금계좌10)
16:29(Account Number 16:29 Miscellaneous Deposit)에 수수료를 입금한다.

•정관의 규정과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경우

2부. NGO 활동

•Local NGO : 50,000 실링

•NGO협의회(TANGO)가 사회개발위원회에 해당 단체의 활동정지 권고문을 제출한 경우
•NGO가 합당한 이유 없이 2년간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가 수준으로 등록되거나 INGO의 경우에는 기타 예금 계좌 16:140(Account Number

Community Development, Gender, Seniors and Children)의 회계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불된 수수료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2) NGO 변경 신청
NGO는 정관, 단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때, 등록 시 기 명기된 세부내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록 VI.양식 / 4.연간보고서 참조
http://www.tnnc.go.tz/documents/FORM_OF_ANNUAL_REPORT_OF_NGOs_NGO_A_form_10_eng.pdf
9) NGO법 24/2002. Section 29
10) 각 주의 재무부 관할 계좌

명시하여 통지한다. 불이행 통지를 받은 NGO는 명기된 사유의 해결 및 개선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NGO가 정해진 기간(60일) 내에 해당 사유를 해결 및 개선하지 못하거나, 등록부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부는 사회개발위원회에 등록증의 정지 또는 취소 권고문을
제출한다. 위원회가 해당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등록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시행할 것을 등록부에 지시한다.

등록증이 정지/취소된 NGO의 경우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불만족 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록

•직원의 문서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경우, 등록부는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게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3부. 탄자니아 소개

16:140 Miscellaneous Deposit)에 입금하거나 보건지역개발부(Ministr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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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법행위와 처벌

[신탁 및 보증회사] - 법인설립법에 근거

동시에 처할 수 있다.

-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체계이다.

•NGO등록증 확보를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사람/단체
•NGO등록 신청서를 허위로 기술한 사람/단체

- 신탁은 자발성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혜자는 대부분 자원자이고, 수탁자는

1부. NGO 등록

아래의 경우, 500,000실링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신탁으로부터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

•NGO법에 위배되는 모금활동을 실시한 사람/단체

- 수탁자는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NGO법에 따라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NGO를 운영하는 사람/단체

- 재단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지정된 수탁자나 신탁 위원회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신탁은 위원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땅을 소유하거나 땅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단체는 향후 5년간 탄자니아에서 NGO 운영 자격을
박탈당하며, 법원은 위법을 한 사람/단체에게, 최대 50,000 실링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 신탁을 위한 신청서는 Registration of Insolvency and Trusteeship Agency(RITA)에서

2부. NGO 활동

•행
 동강령(Code of Conduct) 위반 및 NGO법에서 명시된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단체

만들어진다.

징수할 수 있다.
* 등록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관(영문 신탁증서) 사본 3부
앞서 NGO법 및 관련 법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GO법 제정 이전의 관련법이 여전히 혼용되고

•신탁관리자의 여권 사진 3장

있기 때문에, NGO법에서는 탄자니아의 다른 법에 의해 허가된 단체가 NGO등록을 원하는

•신탁관리자의 이력서 사본 3부

11)

경우,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 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인증서는

•신탁이 위치해 있는 지역위원의 추천서

NGO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적합성인증서를 위한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의 활동 내용이 포함된 정부문서 및 추천서

그러나 발급 1년 후부터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탁관리자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사회/총회를 통과한 회의록

다음은 NGO법 이외의 법과 관련한 등록정보이다.

- 관리자는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변동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1) 부록 VI.양식 / 5. 적합성인증서 신청서 참조
12) NGO Work in Tanzania, KEPA

부록

•수수료 : 100,000 실링
12)

3부. 탄자니아 소개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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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협회법에 근거
[보증책임회사] - 회사법에 근거

1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모임을 포함한다.

- 협회의 이름으로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증책임회사는 각 회원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지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정관에

* 등록절차

- 협회등록처(Registrar of Societies)에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

의하여 각 회원의 법적 책임의 제한정도를 표기해야 한다.13)

* 등록절차

•정관 사본 2부
•수수료：10,000실링
•등록 수수료 : Local NGO – 100,000실링, INGO - 500 USD
•연간 가입비：Local NGO - 40,000실링, INGO - 30 USD

Companies)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 허가를 위한 공문 및 정관
•양식 No.1 – 회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양식 No.2 - 임원/이사회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양식
•양식 No.15 - 사무실 주소 확인을 위한 양식

•10명 이상의 회원 목록과 서명
•직원의 이력서와 사진

* 관련 서류

•활동 지역의 지역위원 혹은 구 위원, 관련 부처의 레터

3부. 탄자니아 소개

•정관을 승인한 회의록

- 보증책임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등록처(Offices of the Registrar of

2부. NGO 활동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상세 진술서

1부. NGO 등록

- 협회법에 따르면, ‘협회(Society)’는 클럽, 회사, 파트너십 또는 다양한 목적의 모임으로

- MEMORANDUM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LICENSE
- TIN
- CERTIFICATE OF INCENTIVES(외국인 필수)
- CLASS A

13) 한국에서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부록

For information about reg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societies:
협회의 등록과 조직에 관한 정보:
The Registrar of Societies
Ministry of Home Affairs 내무부
Ghana/Ohio Streets
P.O BOX 9223
Dar es Salaam
TEL +255-22-2112034~9
www.moha.go.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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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탄자니아 현지에서 기업설립의 경험이 있는 분을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1부. NGO 등록

현지 기업 설립 절차

•담당기관 : BRELA(Business Registration and
MEMORANDUM
발급
Receipt14)

회사정관 예시

Licensing Agency)
•제출서류 : BRELA From no.8
•단체의 정관 작성 전에 실시한다.

Declaration of
Compliance

회사명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 가능하다.
•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절차를 밟는다.
•
 서류 : BRELA
•

Form no.14b, 임대차계약서, 정관,

2부. NGO 활동



여권사본


회사등록 신청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수령

담당기관 : BRELA(Business Registration and
•
Licensing Agency)
제출서류 : BRELA From no.1(신청서), From no14a,
•
14b, 정관

3부. 탄자니아 소개

LICENSE 예시


담당기관 : MUNICIPAL COUNCIL
•
LINCENSE
신청 및 발급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등록증
•
신청서에 업무영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

회사 등록증 예시

Certificate of Incentives 예시

14) Stamp duty, filling fees & registration fees에 대한 영수증으로, Form no.14b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발행된다.



부록

LICENSE는매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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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담당기관 : TRA(Tanzania Revenue Authority)
•
TIN
신청 및 수령

제출서류 : 신청서, 정관, 법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
여권사본, 예상세액분할납부 양식
•
주주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


Certificate of
Incentives
신청 및 발급

담당기관 : TIC(Tanzania Investment Centre)
•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설립증
•
수수료 : 100 USD
•
외국인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발급 후 비즈니스 비자
•
신청 가능)


담당기관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관할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령

구청
제출서류 : 신청서, 정관, 법인설립증, TIN, 임대차계약서,
•
Residence permit Class “A”
Residence permit Class “A”는 2년마다 갱신하며,
•



부가세등록
신청 및 수령

투자금액에 따라 1,000~3,000 USD가 소요된다.

담당기관 : TRA
•
제출서류 : 신청서(VAT101), 사업자등록증
•


담당기관 : NSSF(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국민연금 가입

•제출서류 : 법인설립증, 사업자등록증, TIN,
고용주등록신청서, Form R1, 여권사본

NGO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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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
•거버넌스
1부. NGO 등록

•책무성
•재정투명성과 책무성
•인적자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관계구축 및 네트워크

표지

미 이행 등 행동강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위원회에 순차적으로 보고되며, 분쟁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면, 즉각적인 법적 절차가 취해질 수 있다. NACONGO는 이 강령이 잘

2부. NGO 활동

행동강령은 구·지역·국가 단위로 관리되며, 각 단위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강령의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I. NGO 행동강령15)
행동강령은 NGO 활동의 기본 규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NGO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 모든 금융거래가 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NACONGO는 조정과 네트워크에 그치지 않고,

인식을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NGO가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
발행 신문16)에 게재하였다. 본 강령은 정부에 제출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II. 조직구성 및 운영

NGO 행동강령은 NGO 활동에 대한 원칙과 핵심가치를 수립하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관의

1. 조직의 구성

3부. 탄자니아 소개

NGO법의 제정은 NACONGO(National Council of NGOs)와 같은 협의회가 설립되어 NGO의 조정과

운영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1) 최고기관 (총회)

조정을 추구한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연 1회 개최

15) 부록 V. NGO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참조
16) GN 363, 2008년 12월 5일자

•권한 : 신규 회원 승인 및 제명, 연간 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정관의 개정, 이사/감사의 선출 등.

부록

통하여, NGO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촉진시키고,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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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관 (이사회)
•권한과 책임 : 단체의 행동강령을 개념화 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토

: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확보(기금 조성)
: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 대표의 선임 및 해임(대표가 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성과를 검토)
: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직의 사명, 목표를 명확히 표현

이윤을 회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회원 : 각 NGO는 회원을 가진다. 협회법을 기반으로 등록된 NGO의 최소 회원 수는 10명이며,
타 법에 기반하여 등록된 NGO의 최소 회원 수는 2명이다.
•자발성 : NGO 회원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이 권리는 탄자니아 헌법 제20조에 의해 보호된다.
•민주적 거버넌스 : 리더/관리자의 구체적인 재임기간을 설정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장려한다. 종신회원으로 구성된 신탁의 설립이사는 예외 적용된다.
•책무성 : 책무성의 요소는 각 단체의 정관에 기술된 조직구조,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 조직의 합법성, 윤리성, 책무성 유지

권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직원은 이사회에 책무를 다해야하며, 이사회는 단체의 회원에게,

: 조직의 자산 등을 모니터링

회원은 단체가 지원하는 수혜자에게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 :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NGO가 후원자에게 재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NGO의 운영, 재정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자에게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책무성을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 한다. NGO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활동내역을

사람이어야 한다. 젠더 및 소외된 그룹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직원의 지인, 후원자,

공개하여야 한다. 신탁기금으로 등록된 단체의 경우,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은 분명하지 않은

공무원(등록기관 관계자)은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될 수 없다.

경향이 있다.

Ⅲ. 재정관리

3부. 탄자니아 소개

•이사의 조건 : 업무 능력과 지역에서의 평판을 갖춰야 하며,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동의하는

3) 실행기관 (사무국)

2부. NGO 활동

: 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정, 발전시키고, 이행여부 감시

•비영리 : 2001년 NGO정책에 따르면, NGO는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1부. NGO 등록

: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정의 참여, 이행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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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될 수 있다.

1. 재정 책무성

2. 운영의 원칙

재화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주체와 동일하게, 재정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일한
규정이 NGO에도 적용된다. NGO 정관에는 재정책무성과 관련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당파성 : NGO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력을 추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캠페인은 지양한다.
•자율성 : NGO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내부문제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
•재정 규정 및 준수여부 감시 부서
•예산의 논의 과정 및 승인 절차

부록

•내부에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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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국가회계감사위원회

•매년 감사기관을 선정할 부서

Mhasibu House

•감사결과보고 총회에 상정

Bibi Titi Mohamed Street

•서비스나 물품 입찰 및 조달절차 준수

P.O. BOX 5128 Dar es Salaam

•재원출처, 은행계좌의 개설 및 관리 규정

www.nbaa-tz.org

1부. NGO 등록

•은행계좌 서명인 선정 방식과 출금한도

•최고관리자 재원 총괄의 역할

3. 은행 거래
Local NGO는 국가회계감사위원회(National Board of Accountants and Auditors)가

1) 은행 구좌 종류

국제재정보고표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준수해야 한다.

탄자니아에서 NGO가 이용가능한 은행계좌는 두가지이다.
•입출금 계좌(current account) : 무이자
•저축 계좌(savings account) : 입금액에 대한 이자발생

NGO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후원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통해서 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감사 시 재정규모에 대한 규정은

•NGO 등록증

없으나, 감사비용은 재정규모에 비례할 수 있다.

•정관 사본
•이사회 구성원 명단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서명인 명단 및 계좌관리 권한

•경영진 중 1명 이상은 탄자니아 국가회계감사위원회 또는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ssociation

•각 서명인의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여권 사본)

3부. 탄자니아 소개

2. 회계 감사

2부. NGO 활동

제시하는 단체 유형에 따른 회계·감사·재정보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International NGO는

of Certified Chartered Accountants) 공인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2) 대출

•법인은 탄자니아 국가회계감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감사자격증 보유

NGO는 개인이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은행대출 자격이 있고, 대출서비스를 이용 시

•법인은 탄자니아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납세자 번호 보유

은행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요 대출유형은 초과인출 가능계좌(마이너스 통장, 단기)와
장기대부(기간협상 가능)이다.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 다르며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부록

•법인 내 회계사는 탄자니아 국가회계감사위원회 등록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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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은행

•NGO 등록증

3 Mirambo Street

•해당 NGO의 최근 3년 이상 재정 감사 결과내역서

P.O. BOX 2939 Dar es Salaam

•해당 NGO의 최근 분기별 계좌 이용내역서

http://www.bot-tz.org

•해당 NGO의 주요인사 이력서
•전체 기간 현금거래 내역서 및 예산사용 내역서

1부. NGO 등록

대출을 위한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 모바일을 활용한 이체 및 송금 활성화

•담보로 제시된 토지/부동산 임차영수증
탄자니아에서는 모바일(현지 통신사)을 이용하여 사업비, 인건비, 예약금, 계약금, 후원금등을

•제시된 담보물 가치평가보고서

이체 및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는 3곳 M-PESA(VODACOM), TIGO-PESA(TIGO), AIRTEL-

•신청비(환불되지 않음)

MONEY(AIRTEL)으로 위 상점(지역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을 통해 이체할 수 있어서

2부. NGO 활동

•건물허가증과 견적서

유용합니다.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체(송금) 외에도 각종 세금, 통신비, 전기충전

환율정보는 탄자니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anzania)이 기본 출처가 되며, 각 은행과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물건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 국가(M-PESA의 경우 케냐 KENYA

매체에서도 인쇄물의 형태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SAFARICO)까지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을 해당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어 증빙도
가능하며, 투명성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시 환율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체방법은 각 상점에서 직원을 통해 이체하는 방법과 개인 모바일(개인계정 설정)에 금액을

•사업 예산과 계좌 관리를 외환(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으로 한다.

충전하여 직접 이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송금)는 100 실링부터 가능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일부 금액(일정 % 적용)을 예산에 반영한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송금 받은 금액을 출금 시, 상점에 방문하여 각 상점마다의

•NGO에 소득발생이 허용되므로, 단체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고유번호로 이체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은행계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완화할 수 있다.

3부. 탄자니아 소개

3) 환율

이용할 시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데, 현금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바일을 활용한 이체거래가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

국제 송금의 경우, 송금한 외국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신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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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등록
•탄자니아에서 18세 이상 피고용인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고용인은 근로 계약(구두계약
포함) 후,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등록해야 하며, 매월 일정 공제금을 송금해야 한다.

10%를 적립하는 의무적 기여금으로서 고용인(10%)와 피고용인(10%)이 공동 부담하여 매월

(미등록 시 100,000 실링의 벌금 부과)

적립한다.

•매달 월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년 신고서 및 지불증을 복사해서 1부를 TRA에 제출하고,

1부. NGO 등록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은 퇴직연금제도이다. 월 소득의

1부는 단체에서 보관해야 한다.

1) 용어 정의
3) 납부금액

근로계약 하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비통상 임금은 제외한다.

•납부금액은 피고용인의 매월소득(gross salary)의 20%이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 NSSF에서는 비통상 임금(fluctuating emoluments)을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본임금에 추가적인 보수로 정의한다.

a) 고용인의 기여분(회사 소득에서 차감)은 피고용인의 매월 소득의 10%
b) 피고용인의 기여분(피고용인의 소득에서 차감)은 피고용인의 매월 소득의 10%

2부. NGO 활동

임금(Wages)

•제외사항 : 보너스, 수수료, 초과근무수당, 이동수당, 주거수당, 봉사료 등
•피고용인(Employee) :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4) 납부 방법
•피고용인의 NSSF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개인별 신분증이 발급된다.

b) 통상 탄자니아 거주자이며, 탄자니아에 거주하거나 또는 탄자니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급여 지출 시 NSSF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시트를 통해 10% 금액에 대한 신고 및 입금을

고용인과 근로계약 하 탄자니아 외부에서 고용된 사람
c) 통상 탄자니아 거주자이며 근로계약으로 고용된 사람

단체에서 진행한다.
•피고용인별 급여에서 10% 공제, 단체에서 10% 를 부담하여, 총 20%를 NSSF에 입금한다.

근로계약(Contract of Service)

5) 기금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금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정기간동안 피고용인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 대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여금을

3부. 탄자니아 소개

a) 근로계약 하 탄자니아 내에서 고용된 사람

체납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
a) 500,000 실링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개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 공공 기관, 회사, 법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b) 최대 3년까지의 구금 또는

정부도 포함된다.

c) 상기 모두

17) https://www.nssf.or.tz/

부록

고용인(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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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용인의 해외 전근이나 해외 파견

금액의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해외로 전근 또는 파견 시, 고용인은 기여금

- 탄자니아와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이민을 간 경우

•피고용인이 해외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 기여금을 송금하는 것은

e) 장례식 지원금(Funeral grant) : 사망 전 최소 6개월의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의 최근
친족(next of kin)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사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피고용인을 전근시킨 고용인의 책임 사항이다.

1부. NGO 등록

송금을 지속할 책임이 있다.

9) 연금 신청 방법
7) 피고용인의 기록

•신청서는 무료로 근처 NSSF 사무소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모든 기여금을 납부하는 고용인은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회원번호와 기여금을 납부하는

•작성된 신청서는 별도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함께 인근 NSSF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NSSF는 회원에 대한 모든 의무사항을 완료한 이후 10년 동안 피고용인의 기록을 유지해야

IV. 고용

한다.

관련법
8) 연금기금의 지급(Pension fund benefits)

-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ACT 200418)

a)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 아래의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 The Labour Institutions ACT 2004

•50세에 조기 연금을 택한 경우
b) 유족급부금(Survivor’s benefit) : 아래의 경우 사망한 피고용인의 부양자에게 지급이

자료
- ADVICE ON HIRING AND TERMINATION OF EMPLOYEES19)

가능하다.
•해당 회원이 연금수급나이 전에 사망하고,

3부. 탄자니아 소개

•연금수급나이가 되었을 경우(60세) 또는

2부. NGO 활동

피고용인 각각의 소득 기록을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채용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기금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사망일전 36개월 이상의 월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c) 질병연금(Invalidity pension) : 아래의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1) 고용 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 및 노동관계법(2004, ELRA_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Act)의 (14)에 의거하여,
부록

•의료기관에서 증명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permanent total incapacity)를 겪고 있는
회원
•장애 판정 전 36개월 이상 월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d) 이민연금(Emigration benefit) : 회원의 연금기금적립금(Pension Fund Credit)에 해당되는

18) 본 법안은 노동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등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페이지가 84page에 달하여, 부록에는 본 법안에서 고용
관련된 것만 축약한 ADVICE ON HIRING AND TERMINATION OF EMPLOYEES를 수록하였다. ELRA 원문은 http://
parliament.go.tz/polis/uploads/bills/acts/1453997277-ActNo-6- 20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KOTRA 다레살람무역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탄자니아 노동법) 직원채용, 해고 등에 관한 법률(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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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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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장소
•직책명
•업무 설명서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영구 고용 계약)

•근무 시작 날짜

•기간이 지정된 계약 : 이 계약 하에서는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지정된

•수습기간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1년 또는 2년 등이 될 수 있다.
•특정 작업에 대한 계약 : 이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계약의 종류로, 그 작업이
완료되면 이 계약은 종료된다.

1부. NGO 등록

(1) 유형

•양식 및 계약 기간
•근무 장소
•근무 시간

(2) 채용

•기타 규정사항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종료 조건

2부. NGO 활동

•급여 및 복리 규정(보수, 계산의 방법과 혜택 또는 현물 지불의 세부 방법)

•업무 내용
•근무 시작일

고용인은 세부사항 및 계약의 내용을 피고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및 이해시킬

•계약 형태와 기간

의무가 있다. 계약서는 영어와 현지어 중 피고용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야 한다.

•급여 및 복리 규정

3) 구두계약 채용

•휴일/휴가/비번 규정

계약서에 기초한 구두계약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은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회사의 합법적 정책 또는 규정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 상, 혐의가 제기된 고용조건에 대한

3부. 탄자니아 소개

•근무 시간

증명이나 반증의 부담은 고용인에게 있다. 고용인이 고용 계약서나 세부사항에 대한 문서를

2) 문서화(계약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분쟁은 고용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최소한 고용 세부 조건이 명기된

고용인은 ELRA의 15 (1)에 따라 고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피고용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용인도 고용 조건을 명기한 문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무조건을 나열한 것으로, 고용인과

한다.
부록

피고용인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만약 고용인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의 조건을 증명할 의무는 고용인에게

4) 아동 노동 및 차별금지

있다. 세부사항 문서는 피고용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아동 노동의 금지 : 14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할 수 없으며, 14세 아동은 해당 아동의 건강에

•피고용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성별

위해가 되지 않고, 학교 출석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에서 승인된 직업적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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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가벼운 업무일 때만 가능하다. 18세

- 시간당 급여 계산법 = 기본급 ÷ 25일(월 근무일수) ÷ 8시간(기준 근로시간)

미만 아동은 광산, 공장, 선박(선원)에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으며, 이밖에 비공식 경제부문과

-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시간당 급여 × 1.5배 / 시간당 급여 × 2배
예) 평일 2시간 초과근무 시 = 시간당 급여 × 1.5배 × 2시간

고용될 수 없다. 아동 노동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면 500만 실링(2012년 기준) 이하의

공휴일 5시간 근무 시 = 시간당 급여 × 2배 × 5시간

벌금형 또는 1년 이내의 구금형에 취하며,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 차별금지 : 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 차별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실링(2012년 기준)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1부. NGO 등록

농업 등 노동부 장관이 근로환경이 아동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근무지에는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수당)에서 10% 공제, 기관에서는 10%
부담함(결론적으로 NSSF에 전체 급여의 총 20%를 냄)
•전체 급여에서 NSSF 및 소득세 공제 후 교통비 지급(직원별 차등)
•상여금 지급 시, 급여에 포함 후 NSSF로 10% 공제

1) 급여

<기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로 급여체계를 결정한다. 정해진 급여일의 근무시간 중에 근무

• 의료보험(NHIF,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 의무 아님. 각 직원별 급여에서 6%

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수표·계좌이체의 방식을 활용한다.

2부. NGO 활동

2. 임금

공제(공제 비율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협의사항)
• 산재보험(WCF,

Workers Compensation Fund)은 단체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의 1%를

• 직업훈련기금(SDL, Skills Development Levy) : 의무사항.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의 5%를

•급여
직원의 급여는 출퇴근 기록을 기본데이터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산정한다.

기관에서 부담. 업종별 면제되는 분야가 다양함.

- 출퇴근시간
- 실근무시간

•소득세

- 초과근무시간(1.5배 / 공휴일과 일요일은 2배)

소득세(PAYE, Pay As You Earn)는 TRA(Tanzania Revenue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자동

3부. 탄자니아 소개

기관에서 부담함.

2) 급여 및 급여율 산정

환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기본급+수당-국가사회보장기금)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진다. 각 항목에 맞춰 개인별 급여를 입력 후 계산이 완료되면 단체에서는 직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6개월마다 단체별 직원 월급 분석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TRA 홈페이지에서 단체별 TIN을 기록하면
급여 = 기본급 + 수당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

부록

급여는 기본급+수당(초과근무, 직책수당, 식비,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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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본급 170,000~360,000실링
* 계산법 : (기본급+수당-NSSF 10%-최저임금 170,000실링) ×11% = 세금
3) 기본급 360,000~540,000실링
* 계산법 : (기본급+수당-NSSF 10%-360,000실링) ×20% + 20,900실링 = 세금
4) 기본급 540,000~720,000실링
* 계산법 : (기본급+수당-NSSF 10%-540,000실링) ×25% + 56,900실링 = 세금

* 계산법 : (기본급+수당-NSSF 10%-720,000실링) ×30% + 101,900 = 세금

1) 근로 시간
주 6일, 주 45시간 및 일 9시간(휴계시간 1시간 포함)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본다. 1주일 최대
근무시간(4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한다.

2) 초과 근무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단, 고용인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피고용인에게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초과근무를
포함해도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초과근무 규제조건은 첫째, 고용인은 4주 동안 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되며, 둘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피고용인의 기본수당의

탄자니아 국세청

2부. NGO 활동

5) 기본급 720,000실링 이상

3. 근로 시간
1부. NGO 등록

1) 기본급 170,000실링 이하는 소득세 납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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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Sokoine Drive
P.O. BOX 11491 Dar es Salaam

고용인이 임산부에게(7개월 이후) 밤 20시 이후 또는 오전 6시 이전에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산모는 야간근무를 요구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3) 정부, 민간 (영리/비영리) 영역 일비/여비/야간 수당 기준
대부분의 NGO는 정부의 일비/여비/야간 수당 요율 기준을 활용한다. 정부기준에서 요율 제한은
없으나, 업무의 특성, 근로자 직위, 단체의 예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임신중에도 의사의 가이드가 있다면 야간근무를 할 수 있으며, 산모 자신과 아기에게
야간근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산 후 2개월이

3부. 탄자니아 소개

http://www.tra.go.tz

3) 야간근무

지나지 않더라도 야간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NGO는 영리회사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NGO 간에 합의된 고정 요율이
있지는 않다. 근로자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장소와의 거리, 발생되는 개인 지출 비용, 회사/

4. 복리후생
1) 공휴일

정부는 분야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정부 최저임금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 규정은 매년 변동되므로 TRA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적 공휴일은 보장받아야한다. 단, 공휴일 근무 시 근무 시간에 대해 기본임금의 두 배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부록

단체 내의 직급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각 단체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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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3) 남성의 육아휴가
20)

ELRA는 다섯 가지 유형의 휴가 (연차, 병가, 출산 휴가, 육아 휴가, 특별 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남성 피고용인은 유급 육아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다.(34 ELRA) 아이의 출생 후 7일 이내에

(1) 연차휴가
•피고용인은 28일의 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12개월 만근 시 적용가능하다.

(4) 특별휴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고용되어

•피 고용인은 본인 및 자녀, 부모의 질병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근무일의 총 합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1부. NGO 등록

사용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아이의 아버지여야 한다.

유급휴가(최소 4일)를 받을 권리가 있다.(34 (1) (b) ELRA)

•피고용인이 12개월의 근무를 마치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된다. 이후 고용인의
(5) 병가

있다.

•피고용인은 휴가 일자 산정일수(연속고용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기준으로 최소 126일의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연차에 대한 보수(그 피고용인이 그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다면 받았을 임금)를 지급해야한다.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32 (1) ELRA)

2부. NGO 활동

계약 연장에 대하여 피고용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연장 후 6개월 이내로 연차 시기를 정할 수

•병가를 사용하는 첫 63일 기간에는 피고용인이 전체 임금을 지급 받으며, 63일 이후에는
절반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피고용인이 의료진단서를 제출했을 때만 상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 피고용인은 84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또한 피고용인이 다른 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법률이나 펀드 또는

경우, 10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33 (6) ELRA)
•출산예정인 여성 피고용인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3개월 이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단체협약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고용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임금을 받을 수 있다.(32
(3) ELRA)

한다.(33 (1) ELRA) 출산휴가는 예정일의 4주전부터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의사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4주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33 (2) ELRA)

3부. 탄자니아 소개

(2) 여성의 출산휴가

5. 노동 쟁의

•의사의 특별한 의견서 없이 출산 후 6주 이내에 피고용인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산모나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여기에는 모유 수유중인

1) 파업 및 직장폐쇄

여성도 포함된다.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조합 형성 및 가입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에 참여할

고용인에게는 500만 실링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고용인은 쟁의 시 직장폐쇄를 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20) ELRA sub-part D of Part III

부록

수 있다. 피고용인의 노동조합 형성 및 가입 권리 및 합법적 활동 참여에 관한 권리를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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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비스 제공자 : 식수위생, 전기, 보건의료 서비스, 소방, 항공통제, 민간운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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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및 경제 정책 개발에 부응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가담할 수 있다.
중재조정위원회(Commission for Medication and Arbitration)

- 분쟁 사안이 고소된 경우

•정부 내 독립기구로 기능수행에 있어 개인이나 기구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음.

- 파업 또는 직장폐쇄 중 최소서비스 제공이 단체 협의된 경우

•주요기능 : 접수된 노무분쟁 중재 , 접수된 노무분쟁에 대하여 조정 심판, 근로자 참여의 장이

- 협의 내용이 필수서비스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최소 서비스 제공자 : 최소 서비스는 파업 기간 중 자산, 장비, 설비 등에 관한 손괴를 방지하기

확립되도록 촉진

임금위원회(Wage boards)
•비(非)상시 구성
•노동부에 직군별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등록된 노동조합 간

- 해당 분쟁 사안이 중재 회부되기로 협의됨에 따라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사람

고용인연합과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증진

2부. NGO 활동

위하여 피고용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부. NGO 등록

- 치안법관, 검찰관, 혹은 기타 법정 근무인인 경우

- 해당 분쟁 사안이 단체교섭 중재를 거치게 됨으로써, 협의내용이나 중재결과를 준수하여야 할
사람

노동부(Labour Administration and inspection)
•대통령이 지정한 노동국장/부국장이 노동법, 노동조합, 고용인연합의 관리권한을 가짐

2) 관련기관

노동재판소(Labour Court)

고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두개의 기본 법안을 따른다. 그 중 노무제도법(Labour Institution

•탄자니아 고등법원 소속 노동부서

Act 2004)은 노무관련 기관의 설립, 기능, 권한, 의무를 준거하기 위해 조정되었으며, 노동시장을

•고등법원 내에서 노동관련 분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짐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장치를 제공하며, 다음의 기관과 관련이 있다.

•노동법에 관한 모든 민사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가짐

노동경제사회문제협의회(Council for Labour, Economic and Social Matters)

3) 쟁의의 종결

•노동부를 통하여, 정부에 자문 제공(경제 및 사회정책, 경제성장과 사회형평 증진을 위한 수단,

•조정(Mediation) : 노동조합 또는 고용인연합 또는 변호사가 해당 쟁의의 대변인 역할을 할

•노동부에 국가 노동시장 정책 관련 자문 제공(내각에 제출하기 전 관련 법안 자문, 실업예방 및
감소, 국제노동기구 및 기타 국제/국내 기구로부터 제기된 문제, 모범 행동강령)
•사회 및 경제관련 사안 조사 및 분석

수 있다. 조정자는 신청된 쟁의를 30일 내 종결해야 하며, 양측이 서면 합의된 경우 그 이상
기간을 소요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하면 해당사안은 중재로 넘겨진다.
•중재(Arbitration) : 각 측이 조정에 실패한 쟁의는 중재조정위원회에서 중재자를 선정한다.
중재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부록

노동/경제/사회 관련 사안에 관한 정책조정)

3부. 탄자니아 소개

- 해당 분쟁 사안에 대한 판정 1년 내로 급여 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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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으며, 중재자는 해당 쟁의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형식으로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린다.

- 항소

•피고용인의 사임에 의한 고용종료 : 피고용인이 고용인에 의한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고용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용인에 의한 고용의 종료 :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고용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종료에 관한 법률
및 계약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재고 및 재심
•노동재판소는 다음 경우 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공정/불공정 종료

-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

고용종료가 법적으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해야하며, 종료에 대한 타당한

- 긴급하지 않은 신청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은 정해진 시간 안에 피고용인에게 고용종료에 대한

6. 고용의 종료

피고용인은 고용 종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안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1) 의미

불공정 종료는 ELRA의 (37)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불공정 종료에 속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고용의 종료'는 종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고용인이 부당하게 피고용인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민사상의 법적 권리

•고용인이 “종료 이유의 타당성”과 “이유의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

불공정 종료임이 관할 당국에 의해 증명된 경우, 피고용인은 a) 해직수당, (b) 복직, (c) 기타 혜택

•고용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산 휴가 이후 고용인의 거부로 피고용인이 일을 재개 할 수 없는 경우

•피고용인이 해고된 날부터 보수의 손실이 없도록 다시 복직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 종료 이후 고용인의 재계약에 대한 제안의 실패(ELRA의 section36)로 협상이 불가한
경우

3부. 탄자니아 소개

•고용인이 피고용인이 일할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피고용인이 스스로 종료하기를

2부. NGO 활동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종료의 이유와 통보일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1부. NGO 등록

•쟁의심판(Adjudication) : 노동재판소에서 다음을 전적으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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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은 해고로 인해 떠나 있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재자나 법원이 결정해 주는 조건에 따라 피고용인을 재고용해야 한다.
•재고용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으나,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복직을 원하지 않을 시, 고용인은
마지막 임금 이후로 해고된 기간 동안의 보수와 모든 혜택에 더해서 12개월의 임금을 추가로

고용계약의 종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지급해야 한다.

•동의에 의한 고용종료 :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종료에 동의할 때
•자동종료 : 계약기간의 만료, 고용인(피고용인)의 사망, 고용인의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고용을 진행할 수 없을 때

•12개월 이상의 보수를 보상해야 한다. 이 보상에 대한 명령은 피고용인이 법적으로나 동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3) 해고

부록

고용의 종료는 고용 계약의 당사자 중 누구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으며, 민사법상의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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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계약 종료 이유가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인은 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이 고용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4가지 사유가 있다.

•부정행위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종료

•위법행위, 부정(부실 경영)

•직무적합성 또는 고용인 조직운영 요건을 근거로 계약이 종료되는 피고용인이 동일 고용인

•무능력
•비적합성
•고용인의 운영 요구 사항 / 단축(삭감)

혹은 다른 고용인으로 이직 제안을 불합리하게 거절한 경우
•피고용인이 은퇴 연령에 도달했거나 계약된 직무가 종료되었거나 시한이 도달하여 종료된

1부. NGO 등록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고용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 종료에 관한 법률 및

경우

5) 채용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종료가 일어난 경우 고용인의 의무

위의 합당한 사유 이외에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사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피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소유물)을 채용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통수단을

해고 시에도 고용의 종료를 위한 사전 고지 및 통보의 의무는 동일하다.

제공하거나, 교통비(최소한 버스요금)를 지불한다. 또한 계약종료일로부터 채용장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중 피고용인과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즉결 해고>

2부. NGO 활동

또한 불법 파업에 참여하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6) 고용계약 종료 시 피고용인의 권리
고용계약 종료 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을 지급한다.

그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만 한다. 규정상

•계약종료 이전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

피고용인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자신을

•계약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만약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정종료로

•해당 해에 발생하여야 했으나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

간주된다. 반대로 피고용인이 청문회 절차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즉결해고의 사유가 될 수

•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과 교통비를 지급

있다.

* 퇴직금 계산법 : 기본급 ÷26일 ×7일 ×근무 연수

4) 해직수당

계약 종료 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발급여부와 그 내용에

고용인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용인이 12개월 간 근속한 경우, 해직수당을 지급한다.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직수당은 피고용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기타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록

해직수당은 근속한 기간의 매해 최소 7일간의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3부. 탄자니아 소개

이는 피고용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고용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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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100 USD
•수수료 면제(gratis)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가 탄자니아를 공무로 방문 시에는 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전승인(referral)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차드, 시에라리온 등 일부 국가

탄자니아는 케냐, 르완다, 우간다, 남아공 등 남동아프리카 국가 및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적자 및 난민의 경우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된다.

1부. NGO 등록

1. 사증(VISA) 제도21)

사이프러스 등 일부 비아프리카 국가 총 48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자니아 입국을 위해서는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비자 또는

종교 활동, 외교단, 국제기구 파견, 유학 등의 목적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 받게 된다.22)

알아두기
동아프리카 통합비자
2014년 3월 17일부터 케냐, 르완다, 우간다 방문 시 동아프리카 여행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케냐, 르완다, 우간다를 동시에 여행할 시 발급되는 비자로, 첫

비자는 총 5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일반(ordinary), 통과(transit), 복수 입국(multiple entry),
수수료 면제(gratis), 사전승인(referral)으로 구분된다.

번째 국가 입국 시 동아프리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금액은 100 USD이며, 다음
행선지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노동비자(Work permit) 및 거주비자(Residence Permit)23)

: 수수료 50 USD / 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수수료 100 USD / 비즈니스 비자
250 USD
•통과(Transit) :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통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단수

1) 절차

3부. 탄자니아 소개

•일반(Ordinary) : 방문, 관광, 사업, 유학 등 목적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단수 비자로, 최장 3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2부. NGO 활동

거주비자(residence permit)가 필요하다. 거주비자는 탄자니아 입국 후에 사업, NGO활동,

비자는 탄자니아의 국제공항 및 전 세계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에 노동비자 신청 (관련서류 제출, 수수료 동시

비자로, 최장 14일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제3국 여행을 증여하는 항공권 등이 요구된다.

납부) → 발급 → 이민국(Immigration)에 노동비자 복사본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승인

: 수수료 30 USD

후 수수료 납부 → 거주비자 발급(여권에 스탬프 날인)

•복수 입국(Multiple entry) : 탄자니아 비자는 원칙적으로 단수 비자이며, 다만 사업 등
부록

목적으로 복수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복수 입국 비자는
1회에 최장 3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21)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http://tza.mofa.go.kr/korean/af/tza/main/index.jsp
22) 2. 노동비자 및 거주비자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23) 출처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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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Class B, C, D

(1) 노동비자(Work permit)

순번

필요서류

비  고

1

Justification Letter (Covering letter)

요청서

2

Two recent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the applicant

신청서 TFN 901 (2매)

Photocopy of a vaild passport

여권 사본

5

Sectoral approvals

관련부처 허가증 (있을 경우)

8

9

license
Certificate of Tax Identification
Number
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Where applicabl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Business name

TIN Certificate : TRA에서 발급

2

Application form TFN 901 (2forms)

신청서 TFN 901 (2매)

Contract of employment or engagement,
3

as the case may be, duly signed by

고용 계약서

4

Job or engagement description

직무 기술서

5

Curriculum Vitae

이력서

6

8

Two recent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the applicant
Accreditation certificate, if any, from
respective professional entitles
Academic / professional certificates

증명사진 2매

관련 직종 전문자격증, 면허증 등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Certified translation of certificates /

VAT Certificate : TRA에서 발급

documents by competent Authority or
9

Embassy or Consular office (if they are

자격증, 증명서 번역공증 (대사관)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nd

법인설립인가증 / 회사등록증

Kiswahili)

Association / Extract from

기관 정관 / 회사 법안 / 회사설립 규약

the Registrar of Companies /

/ 법적 문서

10
11
12

서 발행해준 인센티브 혜택이 기재된
서류(투자형 회사에만 해당되는 사항)

Photocopy of a valid passport

여권 사본

Previous work permit (for renewal

기 발급 노동비자 원본

application)

(갱신 시에만 적용)

Industrial / Operating / Business license

근무처 사업 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13

name and Extraction from the Registrar
of Companies

법인설립인가증 / 회사등록증

부록

Tanzanian Investment Sector에
Certificate of Incentive (If any)

요청서

7

Constitution / Any legal document)

11

Justification letter (Covering letter)

사업자 등록증

Memorandum & Articles of
10

1

3부. 탄자니아 소개

7

Industrial / business / operation

비고

relevant parties
증명사진 2매

4

6

필요서류

2부. NGO 활동

3

Application Form TFN901 (2forms)

순번

1부. NGO 등록

-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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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비고

14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 정관

순번

필요서류

5

Copy of National Passport

회사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15

Succession plan (for renewals),

탄자니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 및 계획을 공문으로 작성

6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Certificates
(if any)

(갱신 시에만 적용)

16

previous employer
Sectoral approvals (Where applicable)

Certificate of Incentive (if any)

남아있어야 함
졸업증명서
회사 자산에 대한 증거자료

이전 고용인의 추천서 (반대의사

- 은행거래내역서, 대차대조표,

없음을 명시한 공문, 타기관

자산목록,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기근무자에게 적용)

7

Evidence of capital of the company

Sector에서 발행해준 인센티브

(있는 경우)
회사부지에 대한 증거자료

8

Evidence of the Premises of the company

9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유한회사의 경우

10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인가증 / 회사등록증

11

Business not incorporated as a Limited

혜택이 기재된 서류 (투자형
회사에만 해당되는 사항)

수 있는 자료 (예, 자동차 등록 카드,
등기권리증등), 수입 물품 송장

관련부처 허가증
Tanzanian Investment

18

여권사본, 1년 이상 유효기간이

(2) 거주비자 (Residence Permit)

-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Extraction from the Registrar of

- Class A

company
필요서류

비고

1

Application From (T.I.F.1)

신청서 T.I.F.1 2매

2

Security Bond (T.I.F. 12)

보증장

3

Covering Letter

요청서

4

Curriculum Vitae(CV)

이력서

12
13
14
15

16

24) http://immigration.go.tz/module1.php?id=15

Business Licenses
Registration Certificates from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Value Added Tax (VAT) Certificate
Tax Payer's Identity Number (T.I.N.)
Certificate
Business License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업 허가증
관련부처 등록증/허가증
VAT Certificate : TRA에서 발급
TIN Certificate : TRA에서 발급

부록

순번

3부. 탄자니아 소개

24)

2부. NGO 활동

17

Letter of no objection (if any) from

비고
1부. NGO 등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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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7

Certificate of Incentive

18

19
20

22

순번

필요서류

비고

사업이 TIC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8

Job description

업무 기술서

해당
신청인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신청인이 해당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증)

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Board Resolution

이사회 결의안

55)
Six Passport Size photographs

Official translation of documents/
certificates

보유하고 있는 경우

Transfer of Share(s)/Stock Deed (주식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Form No.

9

주식배당의 반환 (양식 사용)
증명사진 6매

각종 자격증
10

Certificate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사, 의사,
간호사, 교사 등)

11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employing company

고용된 회사의 정관

12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인가증 / 회사등록증

13

Business Licenses

사업 허가증

15

- Class B

영어나 스와힐리가 아닐 경우

Certificate
Business License Tax Clearance
Certificate

TIN Certificate : TRA에서 발급

추천서 (노동부의 고용부처)

순번

필요서류

비고

1

Application From (T.I.F.1)

신청서 T.I.F.1 2매

17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노동부의 고용부처)

2

General security covenant (TIF. 13)

보증장

18

Covering letter

요청서

3

Curriculum Vitae(CV)

이력서

19

Six Passport Size photographs

증명사진 6매

4

Copy of National Passport

5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Certificates

순번

필요서류

비고

고용계약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1

Application From (T.I.F.1)

신청서 T.I.F.1 2매

서명)

2

General security covenant (TIF. 13)

보증장

7

Service testimonial from previous
employer (if any)
Employment contract

여권사본,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Class C

졸업증명서
•공통
경력증명서

부록

6

3부. 탄자니아 소개

16

Tax Payer's Identity Number (T.I.N.)

2부. NGO 활동

21

Share Certificate (유가증권)

비고

1부. NGO 등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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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비고

3

Curriculum Vitae(CV)

이력서

4

Copy of National Passport

5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Certificates

6

employer (if any)
Six Passport Size photographs

2

필요서류
Covering letter from the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여권사본,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3

A letter from a relevant Ministry

연구 유관부서의 공문

필요서류

비고

•선교사
경력증명서
증명사진 6매

순번

Ordination Certificate for Pastors and
Priests

•연구자

1

3

4

5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School/
College
Joining instructions and admission letter
from the school or college)
A letter from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Education
Proof of particulars of residence of the
host in Tanzania
Covering letter from the College or
School

비고

2

학교 등록증

3

입학허가서

4

교육부 공문
(인턴십이나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Research Permit

institution
Letter of Appointment/Service
Agreement from the Religious Institution

5

Covering Letter from the Religious
Institution

종교기관 등록증

종교기관의 활동 동의서

종교기관의 요청서

탄자니아 내의 거주지 증명

학교측의 요청서

3) 발급 비용
(1) 노동비자 (Work permit)
Class

대상 직종

A

투자자, 자영업자

비고
연구허가서

B

전문 직종 (의료분야 종사자/ 오일, 가스
전문가/ 대학 교수, 교사(과학, 수학분야)

비용

유효

( USD )

기간

1,000

2년

500

2년

부록

1

필요서류

Registration Certificate of religious

종교기관의 정관

참석하는 경우)

•학생
순번

Constitution of the religious Institution

안수 증명서

3부. 탄자니아 소개

2

필요서류

COSTEC의 요청서

졸업증명서

1
순번

비고

2부. NGO 활동

7

Service testimonial from previous

순번

1부. NGO 등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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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B에 속하지 않는 전문 직종 종사자

1,000

2년

D

종교 또는 자선단체 종사자

500

2년

E

난민

면제

선배 NGO가 전해주는 Tips

노동비자 / 거주비자 발급
- 장기로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탄자니아 입국 전 비즈니스비자 (250 USD)를 발급받은
후, 현지에서 노동부를 통해 노동비자를 발급받고, 이민국을 통해 거주비자를 발급받아야

(2) 거주비자 (Residence Permit)

1부. NGO 등록

C

합니다.
Class

B

비용

유효

( USD )

기간

3,000

투자자,

2,500

자영업자

2년

1,000

취업

2,000

은퇴자 : 500
선교사, 봉사자, 학생 : 200

분류

위해서는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250 USD이며, 탄자니아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비자를 받은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주비자와
학생, 연구원, 결혼
비자는 노동부를

2년

거치지 않고
이민국에서 비자
발급

노동비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내용은 삭제됩니다.
*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비자(원본)를
반납해야하므로, 기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연장, 재발급(분실), 신규발급 모두 같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 노동비자 해지 시, 기존 비자 원본을 반납하고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부. 탄자니아 소개

A, B 항목
이외 직종

투자금액에 따라

* 노동비자 발급 전에, 관광비자로 NGO 등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 가족 체류 시, 당사자의 거주비자 신청할 때, 가족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구자, NGO 종사자 : 500
C

비고

2부. NGO 활동

A

대상 직종

* 거주비자 발급 시, 단체가 활동하는 주 거점지역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이동하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에서 등록지역을 벗어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므완자, 키고마, 시냥가 등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비자 예시

거주비자 예시

부록

*타
 지역 이동 시에는 노동 및 거주비자,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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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면세제도(Tax treatment of NGOs)
•종교 목적으로 등록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 혹은 대리를 통하여 해외수입

자료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조

- KOTRA 탄자니아 – 조세제도

•보건, 교육, 훈련, 수자원 시설 혹은 기타 지역사회 증진 관련 사업의 개발, 유지, 보수

- NGO Works ADVICE ON HIRING AND TERMINATION OF EMPLOYEES

•지역사회기반 혹은 기타 비영리 기반 자선단체에서 고아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사용하기

1부. NGO 등록

또는 국내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

위해 해외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소모품, 식품, 의류, 위생용품 등

동아프리카관세법, 1972년 인지세법, 2000년 직업교육 및 훈련법, 그리고 연간 재정법에

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존재를 확증하는 공문을 받아 국세청에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의해 제정되어 있다.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탄자니아 국세청(TRA, Tanzania Revenue

재화 혹은 서비스가 사업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된다는 증거 자료가 접수되어야, 면세 혜택이

Authority)이다. 본 길라잡이에서는 NGO 활동과 관련된 면세혜택을 다루고 있다.

부여된다. 면세 혜택을 받은 단체는 면세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1973년 정부공시 제 176호 관세규칙(관세 면제, 순수 증여)에서 종교기관과

NGO의 면세는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역사회로 환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선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특정 세금 면제 권한을 재정기획부에 부여하였다.

정부가 해당 소득이 지역사회로 환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정기획부는 공익활동을 하는 NGO에 면세혜택을 허가할 수 있지만, 승인된 일부 항목으로
한정된다. NGO가 공익활동을 통한 수익금, NGO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NGO가 개인이나

※ NGO와 종교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회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재정기획부가 지정할 수 있는 면세 범위는 아래와

신청단체는 해당 활동지역의 지방 세무서(Regional Revenue Office)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같다.

한다.

•해당 단체에서 수입 혹은 취득한 물품에 대해 통관 시 부과되는 국세 및 관세

•주요 대표인의 사진을 포함한 소개서

•해당 단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과 무료 보급하는 물품

•소재지 자치단체장(District Commissioner)의 해당 단체 소개서

3부. 탄자니아 소개

이상에 열거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활동 지역의 자치단체장(District Commissioner)과 특정

2부. NGO 활동

탄자니아의 조세제도는 2004년에 제정된 소득세법, 1997년 부가가치세법, 2004년

•단체 등록증
단체 정관
•

단체 또는 신탁 등의 소득(단, 탄자니아에서 발생, 파생, 증여)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체 납세번호(TIN)
•VAT 223 양식 작성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NGO의 다음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은 면세 대상이 된다.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사무 공간 임차계약서

부록

2004년 소득세법에 의하면, 공공의 빈곤 및 고통 경감, 종교 및 교육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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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매의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해외수입의 경우 구매송장(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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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NGO의 소득창출 활동

invoice) 혹은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통관신고서
•TISCAN 견적서(TISCAN은 화물검사 등의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회사임)
•물품 목록
•건축자재에 대한 면세 신청의 경우, 위 열거 항목 외에 건물 허가증, 공사계약서, 자재견적서,
토지 소유권 증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NGO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나, 이윤을 NGO 구성원이나 임원진이 공유할
수 없으며, NGO 및 지역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NGO 운영의 지속성과 후원자를 통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소득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단,
소득창출 활동은 NGO의 미션 및 목적에 부합하여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NGO가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하여 허가(licensing) 및 조세납부 수준에 이르는 경우, 타 주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탄자니아 국세청
Sokoine Drive

미션과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2부. NGO 활동

•원활한 사업 운용을 통해 가능한 한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춘 민간의 영리회사와 달리, NGO는
NGO 과세 관련 정보:

1부. NGO 등록

•선박/항공/도로 이용 운송장

P.O. BOX 11491 Dar es Salaam
http://www.tra.go.tz

http://www.mof.go.tz

알아두기

3부. 탄자니아 소개

재정기획부

차량세
NGO 단체 등이 차량을 구입 시, CFA(관세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등록증, 차량구입 계약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TRA 교통계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입한 차량 폐차 시에도 TRA에 신고를 합니다.

부록

신고한 후, 수수료(자동차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를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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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증여

촬영 허가
모금/홍보 등을 위한 촬영을 진행하는 기관이 많은데, 촬영 장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3. 설계도 제작 및 건축견적서(BOQ, Bill of Quantities) 작성

입국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촬영팀(방송, 미디어팀)은 비즈니즈 비자(250 USD)를

•민간 감리사 고용 혹은

발급받아야 하며, 촬영허가서도 필요합니다. 촬영허가서는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정부 소속 건축가 지원 요청

1부. NGO 등록

* 정부 무상증여 시, 토지 대장이 정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야 함.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탄자니아 대사관이 없으므로 가까운 국가(일본)에서 받는
4. 입찰공고

다만, 촬영허가서를 사전에 받지 못한다면, 현지 단체를 통해 탄자니아 정보문화예술체육부

•방법 1 : 일간지, 방송, 인터넷 활용 공고

(한국의 문화관광부에 해당)에 촬영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촬영기사

•방법 2 : Short List 업체에 공고

인적사항, 장비사양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최소 3~5개 업체 이상 참여

2부. NGO 활동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해야하는데, 2~3개월 전에 신청하면 1,000 USD, 입국일 임박 시 3,000 USD를
5. 업체 선정

촬영허가서를 받은 후, 동시에 지역정부와 관련 기관에 촬영허가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선정위원회 구성(NGO, 감리사, 지역정부 관계자 등)

입국뿐만 아니라, 촬영 자료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촬영 후 모든 영상물의 사본을

•가격, 기간,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

정보문화예술체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계약 체결
선배 NGO가 전해주는 Tips - 건축업무 프로세스(정부 이양 시)

•공사대금 재협상(공사비 절감 여부)

3부. 탄자니아 소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18%) 포함여부 결정
1. 이해관계자 협의(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NGO, 지역주민, 지역정부 간

•계 약서 작성(금액, 기간, 지불방법, 계약 위반 시 조치, VAT 포함여부, 완공 후
유지·보수기간 및 유보금 명시 등)

7. 공사 착수·진행·완료
2. 토지 확보

•NGO, 감리사, 정부관계자가 공사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직접 구매 혹은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되, 6개월~1년 정도 유지·보수 기간을 두어 5~10%의

부록

•지역정부(District 단위)와 MOU 체결(토지, 정부 전문가 협조, 면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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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지불유예

오지마을 건축업무 프로세스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과정 필요(공문, 이양식 개최)

본 내용은 국제아동돕기연합25) 탄자니아지부에서 실제 건축 경험을
기반으로 발행한 ‘건축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 역할

본 자료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

•수혜자 : 해당 건축물 이용자로 의견 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GO : NGO는 감리사에게 건축 규모·예산 등 건축개요 제시, 이해관계자 조율,

•정부기관 : 수혜자와 NGO간 조율, MOU 체결, 공사 시 건축 전문가 협조 및 지원, 공사
관리·감독
•감리사(설계사) : 설계도 제작 및 BOQ 작성, 입찰을 서류 준비, 입찰 심사 및 선정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조언, 공사 관리·감독, 중간/결과 보고서 작성

1) 프로세스
•지부에서 하는 건축 업무는 건축 스케줄 관리, 자재 구매 및 배송, 문제 상황 해결, 마을 협조
요청 등이 있음.
•건축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자재를 적시에 배달하고 다음 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함.

2부. NGO 활동

지역정부와 MOU 체결, 입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공사 관리·감독

1부. NGO 등록

8. 완공 후 건축물 이양

•건축 자재비, 노무비, 운송비 등이 필요할 때는 Fund Request Sheet에 날짜와 필요 품목,
용도, 단가 및 필요 개수, 마을명 등을 상세히 적고 Director 및 PM(Project Manager)의
사인을 받은 후, 복사본을 각각 보관함.

•토지 증여, 회의록, 계약서, 입찰, 이양 등에 관련한 문서

•예산 사용 시, 영수증을 스캔(사진)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Administration Department에
제출하며, 건축 진행 상황을 본부와 공유함.

•반드시 관계자 서명 날인

2) 건축기사와 계약 체결 및 지역유지와 MOU 체결
* 단체가 직접 건축 시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3부. 탄자니아 소개

* 건축 시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필수

•MOU 체결은 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로서 인력, 건축자재, 건설 용수 및 목재 등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중요하며, 지역유지가 건축 관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을 부지 선정 후, 건축기사 및 지역유지와 MOU 체결함.

바람직함.

•건축 시작일은 건축자재 배송을 고려해야함.
•건축기사는 다양한 사람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것이 좋음.
•계약 시, 계약서에는 지역유지 및 건축기사의 사인 후 각각 보관함.

25) http://www.uhic.org/

부록

* 지역정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음. 정부관계자 전문가와 협력하여 건축 진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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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간 및 바닥공사

•총 공사 기간은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둥이 다 마르고 나면 바닥 및 난간 작업을 시작함.
•기둥과 웨이팅 사이트 펜스 사이의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과 난간 위쪽에 철근을 감고

3) 건축자재 배송 및 목재 제작
•MOU 체결 후 건축자재 구매함.
•자재 운반 시 별도의 노무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돌, 모래, 자갈의 경우에는 자재
구매비에 배송비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음.

그 위에 시멘트를 올려 난간을 완성함.
•바닥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바닥용 회반죽 제작 시에 Red Powder를 섞어 색을 냄. 이때

1부. NGO 등록

•건축비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드시 바닥과 난간과의 평형 및 기둥 사이의 평형 등을 살펴보고 평형이 맞지 않을 시에
수정을 요구해야 함.

•건축 자재 배달 시, 수량 등을 정확하게 개수해야 함. 분실 및 도난, 파손에도 대비해야 함.

4) 기초 공사

•미장 및 회벽 공사 후 페인트칠을 시작함.

•기초 공사 전,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를 열고, 건축 관련 정보 공유 및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외벽 부분은 노란 파우더 반죽을 흩뿌리는 형식인 추핑(Chupping)으로, 키퍼룸 내부는

것이 좋음.
•건축자재 배달 일에 맞춰 마을회의를 진행하고, 토질이나 위치에 따라 모래, 돌, 자갈 등

2부. NGO 활동

7) 미장 및 회벽 공사 & 페인트칠

수성 페인트, 웨이팅 사이트는 유성 페인트로 칠함.
•유성 페인트를 위해 등유를 동시 사용함.

기초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양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계량하고 기초공사 시작함.

5) 벽돌 및 기둥 공사 / 지붕, 문, 창문 공사

•건물 외벽에 로고를 새기고, 입간판(대형, 소형) 제작을 의뢰함.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면 벽을 쌓는데, 기둥의 경우 바닥과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철

•구입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에 주의해야함.

기둥을 사용, 나머지는 기둥이 위치할 곳에 철근을 심고 그 주위에 거푸집을 만들어 감싸고

•입간판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됨.

회반죽을 부어 고정하는 시멘트 타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음.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 시멘트, 자갈, 모래, 돌이 필요함.

3부. 탄자니아 소개

8) 로고 및 입간판 건설

•

 기둥과 벽의 공사 후에는 지붕을 올리는데, 이때 지붕은 슬레이트를 잘라 덮음.
•문이나 창문은 가까운 목공소에서 재단하게 함.

측정하는 것이 좋음.

부록

•문 골격이 완성되면 그릴 도어를 주문하는데, 반드시 그릴 도어 기술자를 통해 크기를

72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3부.
탄자니아 소개

건축기사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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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정보
1부. NGO 등록

1. 개요27)
일반사항
국명

탄자니아연방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아프리카 동남부

위치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DR콩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총

수도

도도마(Dodoma, 입법 수도, 의회소재지, 인구 208만)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행정·경제 수도, 인구 436만)

2부. NGO 활동

8개국과 접경)

•므완자(Mwanza, Victoria 호수지역 농업중심 도시, 인구 277만)
•음베야(Mbeya, Tazara 철도 및 Tanzam 고속도로에 위치한 상업

주요 도시

•탕가(Tanga, 북부 농업지역을 연결하는 제 2의 항구도시, 인구
205만)
•아루샤(Arusha, 북부에 위치한 관광 중심지, EAC 본부 소재, 인구
171만)

3부. 탄자니아 소개

중심지, 인구 271만)

•잔지바르(Zanzibar, 잔지바르섬 중심 도시, 인구 130만)
5,230만명('15 EIU 추정치)

면적

947,300㎢(대한민국의 9.5배)

자료출처26)

종교

이슬람교(35% / 잔지바르섬 99%), 기독교(30%), 토속종교(35%)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http://tza.mofa.go.kr/korean/af/tza/main/index.jsp

언어

스와힐리어, 영어, 아랍어(잔지바르섬 통용어)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 http://www.kotra.or.kr/KBC/daressalaam/KTMIUI010M.html
26) 2016년 2월 검색 기준
27) 출처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부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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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1961년 12월 9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5년 임기, 1회 연임)

의회구성

단원제(394명)

1부. NGO 등록

건국일

•대통령 : John Pombe Magufuli(마구풀리, 15.11.5 취임)
•부통령 : Samia Hassan Suluhu(술루후)
주요인사

•잔지바르 대통령 : Ali Mohamed Shein(쉐인, 16. 1 재선거로
신임대통령 선출)
2부. NGO 활동

•총리 : Majaliwa Kassim Majaliwa(마잘리와)
•외교장관 : Hon. Dr. Augustine Mahiga(마히가)
•CCM(탄자니아 혁명당, 여당) : 279석
주요정당

•CHADEMA : 70석 / CUF : 42석
•기타 : CUF, NCCR-Mageuzi), UDP, TLP
비동맹 중립

경제현황
GDP

376억불('14)

1인당 GDP

740불('14)

교역규모

163억불('14) / 수출 : 56억불, 수입 : 107억불

화폐단위

Tanzania Shilling (1 USD = 2,170 실링, '16.10월 기준)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이슬람교도를 비롯해 인도계, 아랍계 사람이 많이 있고, 여성의 경우 상의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나 짧은 하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근래에는 현지 젊은 여성도 유럽 관광객의 영향을
받아 의식이 많이 바뀌는 추세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눈에 띄는 복장은 현지 남성에게 불쾌한 일을 당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자제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등을 방문할 때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세렝게티 공원은 촬영 가능함. 다만

28) 출처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부록

2. 생활정보28)

이미지출처 : WEKIMEDIA COMMONS

3부. 탄자니아 소개

정부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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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현지인을 동반하여 사진촬영을 원할 경우, 상대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음. 현지인

일반적인 택시요금의 절반 가격이며, 단거리 이동에는 유용하나 문이 없는 관계로 소매치기

중에는 외국인과 사진촬영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특히 무슬림인 경우, 사진촬영이 본인의

등이 종종 발생하므로 야간이나 장거리 이용 시에는 적절치 않음.

나. 도로교통
기후

도로 상태는 근 1-2년 사이 많이 좋아졌으나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도로가 많음.
•

•적도 가까운 남반구에 위치하여 11월-2월에 가장 기온이 높고, 6-9월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

모든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

•다르에스살람 등 해안지대는 열대기후로 평균기온 28도, 습도 80%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건물이나 식당을 제외하고는 공공주차장에서는 시간당 1,000

- 여름 한낮에는 33~36도 정도이며 햇빛이 매우 강함.

5~10도 가량 낮음.
•대우기에는 강우량이 많으므로 비포장 길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홍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실링 정도의 주차비를 받고 있음.
차량핸들(오른쪽)과 차선방향은 한국과 반대여서 혼돈될 수 있음.
•
•도로에 중앙선 표시가 없어, 반대차선 차량의 동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야간운전 시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반대차선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2부. NGO 활동

•아루샤 지역의 경우 해발 1,387m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이 다르에스살람 지역보다 평균

1부. NGO 등록

영혼을 뺏긴다고 믿어 기피하는 사람도 있음.

어려움이 있음.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가. 대중교통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르에스살람은 특히 교통체증이 심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구간에 대해 차선을
변경하여 운영하기도 함.
3부. 탄자니아 소개

•버스(달라달라-현지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일컬음)
- 소형(봉고형-450실링 / 대형 (버스형-650실링, 장거리 700실링)

인터넷 환경

- 시내버스 티켓판매소는 탄자니아 내 어느 곳에도 따로 없으며 모든 버스에는 운전사 외에

호텔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 비해 속도는 매우 느림.

콘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동행해 버스 안에서 요금을 받고 티켓을 주고 있음.
시차 한국시간 –6시간
•택시
- 기본요금이 따로 없고 모든 택시 가격은 운전사와 탑승자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므로 탑승

환율 및 화폐단위

전에 가격흥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부르는 값의 1/2 가격이나 2/3 가격 선에서 흥정)
국가

화폐 단위

환율('16.10월 기준)

비  고

탄자니아

실링(Shilling)

1USD ≒ 2,170 실링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곳이

호텔과 고급식당을 제외하면,
•BAJAJI & 오토바이(BODABODA)
- 최근 1~2년 사이 수도 다르에스살람을 중심으로 급격히 보급된 교통수단으로서 요금은

많음.

부록

- 보통 공항까지 50,000~70,000실링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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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정보29)

200~220V(한국 220V/60Hz)

부동산/차량 매매
http://TZadverts.com, http://www.tzadverts.com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1부. NGO 등록

치안 상황

•탄자니아 본토는 동쪽으로 인도양을 인접하고 건기(1-2월, 6-10월)와 우기(3-5월, 11탄자니아 국경일
1월 1일 : New Year’s Day
3월 19일 : Maulid Day
3월 21일 : Good Friday
3월 24일 : Easter Monday
4월 7일 : The Shekh Abeid Amani Karume Day
4월 26일 : Union Day (1964년)
5월 1일 : Workers Day

가뭄이 심해 식수난과 정전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탄자니아는 아프리카내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종교나 종족간의 마찰로 인한 내란이나
테러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고위 각료 등의 각종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음.

2부. NGO 활동

1월 12일 : Zanzibar Revolution Anniversary

12월)가 뚜렷한 열대성 기후로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홍수피해를 입고 건기에는

•특히, 야당이 부정부패관련 고위인사의 명단 및 부패혐의를 공개하였으며 정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해 서방 원조 국가들도 조사 촉구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7월 7일 : Saba Saba Day
나.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9월 12일 : Idd-EL Fitr

•탄 자니아에서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빈곤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시

10월 14일 : Mwalimu Nyerere Day
12월 9일 : Independence Day (1961년)
12월 25일 : Christmas Day
12월 26일 : Boxing Day

중심부내에서는 은행, 환전소, 고급레스토랑 등 주변에서 강·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교민에 대한 피해는 주로 경찰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주거침입 강도 및

3부. 탄자니아 소개

8월 8일 : Nane Nane Day

자동차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국경 접경 지역인 키고마(Kigoma), 루크와(Rukwa) 지역은
인접국의 정세여하에 따라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그 밖에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고롱고로(Ngorongoro) 분화구 등 관광지의 주요관문인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대낮에도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29) 출처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부록

아루샤(Arusha)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물 강도나 경찰관을 사칭한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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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국 중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상기와 같이
다르에스살람내의 주요도시나, 국경접경지역, 그리고 주요관광지역 등을 여행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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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함. 그리고 가능한 눈에 띄는 의상이나 화려한 색상의 복장 등을 피하는
것이 좋음.

라. 특히 주의해야 할 곳
다. 이런 사례 이렇게 대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환전

- POSTA 앞 버스정류장 : 소매치기 다수

- 일반적으로

외국인 또는 여행자가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 잔지바르 가는 선착장

환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암거래를 요구하는 이가 많음.

- Kariako(상권지역으로 강도, 절도사건 빈번)
- Kinondoni(약물 복용자 다수, 강도사건 매우 빈번)

나중에는 백지를 섞어 미리 넣은 돈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처 : 절대 환전소가 아닌 곳에서 환전을 하지 말고 암거래상이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할
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됨.

•아루샤(Arusha)

2부. NGO 활동

- 일반적인 수법으론 암 거래상이 구석진 곳으로 안내하며 돈을 세어 보여주고 안심시킨 다음,

1부. NGO 등록

신변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가는 주요관문중의 하나이며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아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케냐 인접지역으로는 최근 케냐 사태와

•버스나 차량 탑승

관련하여 치안이 악화되어 왔음.

경우 여러모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잔지바르(Zanzibar)  

⇒ 대처 :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는 소매치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중요한 소지품을

-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하나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

소지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것은 삼가고 또한 버스탑승을 위해 한꺼번에 차도로 많은 사람이

관광객 방문으로 완화된 상태임.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여행 시

달려들어 자칫 신체적인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지 말고

주의가 요구됨.

3부. 탄자니아 소개

- 탄자니아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이에 교통체증 또한 심각하여 여행자가 현지버스를 탑승할

차량 이동시에는 되도록 창문 쪽 보다는 안쪽으로 앉아 휴대폰 등 소지품 분실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키고마(Kigoma)와 루크와(Rukwa) 지역
- 인접국(콩고민주공화국 및 브룬디)의 정세 여하에 따라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부록

•여성여행객의 특별한 주의
- 탄자니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특히 여성관광객에 대하여 현지남성이
외설적인 농담과 신체적인 접촉 등을 유도하는 경우를 종종 당할 수 있음.
⇒ 대처 : 당황하지 말고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만일 불쾌한 행동을 당할 때는 싫다는

마. 탄자니아 방문 시 유의사항
•예방 접종
- 황열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 시 황열접종카드(Yellow card/10년 유지) 소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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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 방문 시 황열예방접종은 필수이며, 국립의료원 또는 공항검역소에서 접종 가능,
최소 출국 10일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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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용
- 병원 내 약국 이용 시 일반적으로 처방전 제출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간단한
1부. NGO 등록

비상약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함.
•말라리아약 복용
- 한국 병원에서는 말라리아약 사전복용을 권장하나, 몸에 무리가 되거나 손상을 줄 수 있어,
약을 먹기보다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바로 검사 후 치료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국가마다 치료약의 가격은 다르나 탄자니아는 20,00~25,000실링으로 구입이 가능함.

- 밤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며, 낮에도 가급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급적 가방을 매거나 들고 다니지 않는

- 탄자니아에서는

의료보험제도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도 현지인처럼 병원의
각 해당과의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진
부족현상으로 대기시간이 평균 2~3시간으로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음.

사. 비상 연락처
분류

기관명

전화번호

응급연락

구급, 화재, 경찰

112

것이 좋음.

대표번호

병원

응급실 직통번호

- 탄자니아의 의료체계 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편임.

+255-22-2124111

- 현지인의 경우 비용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의료진, 시설 부족등의 문제로 갖춰진 병원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드묾.
- 그나마 의료비가 낮은 국립/구립 병원도 수도(시내)에 편중되어 있고, 많은 환자로 붐벼서,

경찰

실제로 지방거주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지소와 비슷한 규모의 의료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진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실정임

- Aga Khan Hospital : +255-22-2114096, 22-2115153~5
- Muhimbili Medical Centre(국립병원) : +255-22-2151298, 22-2151351
- IST Hospital : +255-22-2601307~8

이민국

IST 클리닉

+255-22-2601307~8

공항 경찰서

+255-22-2844010

센트럴 경찰서

+255-22-2117362

이민국

+255-22-2850575~6

이민국 (잔지바르)

+255-24-2233676~8
부록

•영어사용이 가능한 병원

+255-22-2115151~4
3부. 탄자니아 소개

아가칸(Agacan) 병원
바. 의료체계 설명 일반

2부. NGO 활동

•안전 유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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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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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1977년 제정된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헌법은 그간 12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수정 보완해

쟁취하여 초대대통령으로 Nyerere(본토), Karume(잔비자르) 정권을 장악했으나, 1964년 4월

민주적 헌법 개정의 요구가 축적되어 동 헌법 개정 작업 추진 중임.

26일로 탕가니카(본토)와 진지바르(섬)가 합병되었음.

정부 여당은 2015년 4월 30일에 개정헌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투표자

Julius Nyerere 초대 대통령은 1965년에 단독출마를 통하여 정권을 잡았으며, 1967년에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음.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한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을 통해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

CCM(집권여당)은 기존 헌법 틀을 유지하면서 비현실적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추진하였음.

야당은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 제한 또는 분산, 정부 여당에 종속된 사법과 국방기구 개혁,

Nyerere 대통령은 1965년부터 자발적으로 사임한 1985년까지 매 5년마다 단독 출마를

선관위 자율성 보장 등 신헌법 제정에 준하는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Nyerere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한 이후, Ali Hassan Mwinyi
대통령(1985), Benjamin Mkapa 대통령(1995년), Jakaya Kikwete 대통령(2005년)에 이어

Ⅲ. 사회현황31)

2부. NGO 활동

왔으나,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및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권력 제한을 핵심요소로 하는

1부. NGO 등록

탄자니아는 1961년 12월 9일에 영국으로부터, 잔지바르 섬은 1963년 12월에 각각 독립을

John Magufuli 현 대통령이 2015년 11월 5일 취임했음.
현 집권당(CCM)은 2015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집권당 대통령 후보는

1. 정부조직

Dr. John Pombe Magufuli였고 최대 야당(UKAWA)은 Edward Ngoyai Lowassa였다.
탄자니아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통령 및 총리를 두고 있으나, 잔지바르

이루어졌음.

자치공화국은 별도의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음.
Julius Nyerere 초대 대통령의 1985년 자발적 사임 이후, Ali Hassan Mwinyi 대통령(1985년),

약사 및 최근 정세

Benjamin Mkapa 대통령(1995년), Jakaya Kikwete 대통령(2005년)에 이어 2015년 10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4년 탕가니카, 잔지바르 합병하여 탄자니아합중국 탄생함.

대선에서 John Magufuli 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2015년 11월 5일 5년 임기로 취임하였음.

•1985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후 현재 서방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음.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탄자니아 혁명당인 CCM(Chamacha Mapinduzi)의 1당

•1961년 독립 이래 집권해 온 CCM은 일당우위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함.

독재가 지속되었음. 1992년 실질적 다당제 도입을 통해 1당 독재는 종식되었으나, CCM은

•대체로 종교간 평화가 유지되어 온 대표적 아프리카 국가이나, 2012년부터 종교 갈등

여당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함.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여당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대선에서 주요 야당인 Chadema와의 득표 차가 불과 18%(CCM: 58%, Chadema: 40%)로

•현 John Magufuli 대통령은 15.10월 선출되어 15.11.5 취임함.

좁혀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음.

30) 출처 : KOTRA

31) 출처 : KOTRA

부록

(이슬람과 기독교)이 간헐적으로 발생함.

3부. 탄자니아 소개

선거과정에서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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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  처

장관(19명)

부장관(16명)

Dr. Augustine

Dr. Suzan

Mahiga

Kolimba

재정기획부

Dr. Philip

Dr. Ashantu

(Ministry of Finance & Planning)

Mpango

Kijaji

국방부

Dr. Hussein

(Ministry of Defense and National Service)

Mwinyi

•탄자니아는 대통령중심제의 공화국이며 총리가 임명되어 있음.
4

•대통령은 총리, 내각, 국회의원 10명 등의 임명권 및 국회 해산권을 보유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ast Africa,
Region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대통령은 비밀직접선거로 선출(대통령 입후보는 당의 추천 필요)하며 궐위 시는 총리가 권한
5

대행, 90일 이내 신임 대통령 선거를 치름.
•현직 대통령은 John Magufuli로 2015년 10월 25일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5년 11월 5일

6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내각
•행정부 내각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임.

8

•장관 및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함(사무차관은 관료출신으로 Permanent Secretary로
9

통칭). 단, 3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법무부

Dr. Harisson

(Ministry of Constitutional Affairs & Justice)

Mwakyembe

산업통상투자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 Investment)
건설교통통신부

1

10
부  처

장관(19명)

대통령실 지방행정 및 공공서비스 담당

-George Simba

(Office of the President, Regional

chawene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Public

-Angellah

Services & Good Governance)

Kairuki

부통령실 연방(잔지바르) 및 환경 담당
2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Union Affairs
& Environment)

January
Makamba

Parliament, Labour, Youth, Employment &
the Disabled)

농림축산수산부
11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
Fisheries)

Selemani Jafo
12
Luhaga Mpina

13

-Dr. Abdallah

14

Prof. Makame

Eng. Edwin

Mbarawa

Ngonyani

Mwigulu

William ole

Nchemba

Nasha

자원관광부

Prof. Jumanne

Eng. Ramol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Tourism)

Maghembe

Makani

에너지광물자원부

Sospeter

Dr. Medard

(Ministry of Energy & Minerals)

Muhongo

Kalemani

Jenista Mhagama

Possi
-Anthony
Mavunde

(Ministry of Lands, Housing & Human

William Lukuvi

Settlements)
15

Angelina
Mabula

수자원관개부

Eng. Gerson

Eng. Isack

(Ministry of Water & Irrigation)

Lwenge

Kamwela

부록

장애인 담당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Policy,

Communications)

부장관(16명)

Masauni

Charles Mwijage

토지주거부

총리실 정책조정·의회·노동·청년·고용·
3

(Ministry of Works, Transport &

Eng. Hamad

3부. 탄자니아 소개

주요 정부 조직

Charles Kitwanga

2부. NGO 활동

7

1부. NGO 등록

외교부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국가원수 겸 군통수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90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부  처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 Vocational Training)

장관(19명)

부장관(16명)

Dr. Joyce

Eng. Stella

Ndalichako

Manyanya

보건지역개발부
17

(Ministry of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Ummy Mwalimu

Dr. Hamisi
Kigwangalla

정보문화예술체육부

가. 개헌 국민투표 2016/2017 예산 회기 내 추진
•Mwakyembe 법무부 장관은 5.5 국회 앞 보고에서 2014. 10월 키퀘테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정 헌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2017. 7월 전까지 실시토록 하겠다고 언급함.

Nape Nnauye

Sports)

Anastasia
Wambura

국민투표를 대선 이후로 연기함.
•Magufuli 대통령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개헌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모색,
향후 개헌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함.

사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최종항소법원(Court of Appeal) : 형사 및 민사재판
•고등법원(High Court): 형사 및 민사재판

의회
•단원제이며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 선거로 대통령 선거 시 동시에 선출함.
•임기는 5년이며 직접선거 257명, 여성대표 110명, 검찰총장 1명, 대통령 지명 1명으로 총
369명으로 구성됨.

나. 마구풀리 대통령, 주영국대사에 Migiro 전 외교장관 임명
•대통령은 주 영국대사에 Asha-Rose Migiro 전 외교 장관을 임명한바, Migiro 대사는 첫
여성 외교부 장관(2006)을 역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 사무차장에 임명(20072012년) 이후 탄자니아로 복귀(법무부 장관).

다. 탄자니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빈곤을 줄이기 위한 성장률 상승
•탄자니아 정부는 긴축재정과 재정 소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공공산업과 개인 사업의

3부. 탄자니아 소개

•하급지방법원(Resident & District Magistrate's Court): 5년 구금 이상 형사 재판

2부. NGO 활동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rts &

정치·외교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2015. 4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헌법 개정안에 관한

Gender, Seniors & Children)
18

2. 최근 동향32)
1부. NGO 등록

교육과학기술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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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비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석탄이나 수력,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점차 전력이 충당될 것으로

•탄자니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탄자니아 내륙에 21개 주요도시에 총 189개의 선거구와 잔지바르섬에 총 5개 관할구 총

전망됨. 현재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은 45%, 천연가스는36%, 이외 다른 열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은 19%임.
•탄자니아는 국민의 2/3가 농업인구이므로 이들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농업지역 발달정책이

50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실시, 최고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임.
•국회의원은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임.

32) 출처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KOTRA

부록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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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탄자니아의 정치적 개혁에 긴 시간이 걸렸던 전례를 볼 때,

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정책도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한편 비효율적인 정부,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탄자니아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6년 6.6%, 2017년

경제·에너지

6.8%, 2018년 6.5% 로 아프리카(사하라이남) 평균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1부. NGO 등록

시급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부분의 근본적 변화에 있어 소극적인

가. 경제동향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기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지만, 연평균 6.8%의

•인플레이션
2015년부터 시작된 탄자니아 실링화 약세와 식료품,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농업으로부터 나오는 GDP에 의존하고 있고, 탄자니아 내 80%의 고용창출을 맡고 있음.

인플레이션은 6.6%에서 다소 증가한 6.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가

•현재는 World Bank, IMF와 기부자들이 탄자니아의 오래된 도로, 철도등과 같은 인프라를
재정비 하기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무역수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발생해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변수도 존재하나, 2016년 이후 2020년에는 통화 및
재정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어 4.8%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임.

2부. NGO 활동

GDP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 인구의1/4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최근 은행과 관련된 개혁은 민간부문 성장과 투자를 도모함과
•대외무역

불구하고, 지속적 기금과 거시적 경제계획은 탄자니아의 꾸준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일 것으로 보임. 수출 최대품목인 금(Gold)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최근의 금값 하락으로 인해 탄자니아의 GDP는 소폭 하락하였음.

201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2020년 사이에는 금값 상승 및 내수 생산
회복에 따라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반면 커피, 차, 면화 등은 꾸준히 수출에 기여할

나. 2016년 경제 전망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가 소폭 감소하면서 수출은 전체적으로

1) 거시경제

감소할 전망임.

•GDP

국제 원유가격 유지로 인해 수입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량은

실질 GDP는 2016년에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민간 소비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무역수지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3부. 탄자니아 소개

동시에 정부의 농업관련투자를 7% 이상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음. 세계경제 침체에도

증가 및 건설, 이동통신, 항만산업 등의 급성장으로 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 탄자니아 경쟁화 보고서 발표

2016년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5.4 발표한바, 동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천연가스 채굴은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가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생산 활동 증진뿐 아니라

2020년~2021년 즈음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탄자니아정부는 파이프라인,

글로벌 추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 및 이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기술함.

가스가공플랜트 등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서비스산업은 주로 정보통신과 금융업을

•동 보고서는 탄자니아가 지속가능한 산업화로 진입하는 기로에 서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부록

제조업 또한 기술 낙후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작 상품이 늘어나면서 발전 가능성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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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농산물·광물·목재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 산업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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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총 100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임.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함.
사회

8.34%에서 2013년 8.13%로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할 전략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가. 대통령, 노동절을 맞이하여 소득세 감면안 등 발표

강조함.

•대통령은 5.1 노동절을 맞이하여 월 소득 80불 이상 160불미만의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1부. NGO 등록

•한편, 산업통상투자부 사무차관은 제조업이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소득세(11%)를 감면하겠다고 발표 및 추진함.
라. 탄자니아-우간다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발표
•탄자니아 정부는 5.4 우간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갖고

부과하지 않으며, 월 소득 160불~250불의 근로자에게는 20%, 250불~330불의
근로자에게는 25%, 330불 이상에게는 30%의 소득세 부과함.

발표함.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 2월 Ruvu 지역에서 2.17tcf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한바, 이에 따라 현재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57tcf 규모인 것으로 추산됨.
•우간다는 4.23 인도양 연결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파트너국으로 탄자니아를 최종 선정한바,
금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발표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나. 건강보험 탄자니아 전 국민 확대 추진
•보건지역개발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전 국민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언급함.
•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을 국가건강보험펀드(NHIF)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바, 현재 국가 및 지역건강펀드(CHF)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은

•탄자니아공항공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도도마 국제공항 신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발은행(AfD Bank)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설계

•보건지역개발부 장관은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특히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18세 이하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3부. 탄자니아 소개

2015.12월 기준 약 1천 2백만 명 수준임.
마. 도도마 국제공항 건설 준비

2부. NGO 활동

있으며, 동 사업 착수를 위한 자금 마련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라고

•소득세는 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바, 월 소득 80불미만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작업에 관한 입찰이 다음 달 진행 예정이라고 발표함.
※ 탄자니아 수도인 도도마에 현재 국내선 공항밖에 없음.

•Koyo 코퍼레이션 CEO는 5.9 다르에스살람에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기 및 태양열 발전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Koyo 코퍼레이션은 전력 사정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정유 시설 및 발전소

부록

바. 일본 Koyo 코퍼레이션, 10억불 규모의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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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 관계33)
교민현황 : 480명('15. 12)

체결 협정

한-탄자니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식

•문화협정(1967. 7월)

•2014.7.17에 탄자니아 재무부에서 개최되어 우리 측 정일 전 주 탄자니아 대사와 탄자니아 측

•투자보장협정(1998.12) [서명하였으나 미 발효]

Servacius Likwelile 재무부 사무차관이 협정에 서명함.
※ 한-탄자니아 무상원조 기본협정 영문명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경제과학기술협정(2005.1 발효)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 각서(2002.1 발효)

•한-탄자니아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양국 간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경제과학기술협정(05.1 발효)

것으로, 향후 양국 간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시행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상기 협정은 협정 제10조(발효, 종료 및 개정)에 따라, 서명일인 2014.7.17.에 발효됨.

2부. NGO 활동

•문화협정(2006.3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1999.4 가서명) / 2013년 8월 재협상 시작

1부. NGO 등록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8 발효)
EAC - EU 간 경제파트너쉽 협정 (EPA) 2016년 비준 예정34)

•무상원조 기본협정(14.7 발효)

11년 동안 끌어온 EAC - EU 간 경제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한-탄자니아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2014.8.11)

2016년 10월 비준될 것으로 알려짐. 협정이 체결되면, EAC국(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브룬디,

•EDCF 기본약정(15.3 발효)

우간다 등)은 EU시장에 대해 30년간 무관세할당(Duty Free Quota)의 혜택을 받게 됨. 한편,
EAC는 EU와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맺는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무역지대로 알려짐.

외교관계 수립 : 92. 4. 30

3부. 탄자니아 소개

•한-탄자니아 자원협력위원회 설치(2014.4월)

상주공관 개설
•아국 : 92.10.21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개설(現 송금영 대사, ‘15.12 부임)
•상대국 : 주일대사 겸임(現 Burian 대사(상금 신임장 미제정))
부록

교역량 : 3억 7,553만 불('14)
•수출 : 3억 3,305만 불(경유,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수입 : 4,248만 불(잎담배, 미정제 동괴, 커피 등)
33)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34)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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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기관 정보35)

단체명

정보
Address P.O.BOX 9182, United Nations Building,

Tanzania

Samora Avenue,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12797
Fax +255-22-2113272

1) Tanzania National NGO Coordination
단체명
Ministry of Community

United Nations Capital
정보

Address P.O.BOX 3448,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22-2111459

Children

Fax +255-22-2110933

Kivukoni Front

E-mail : dngo@mcdgc.go.tz
Address P.O.BOX 9182, United Nations Building,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anzania

Samora Avenue,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12797
Fax +255-22-2113272

Delegation of the Europea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Fu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el +255-22-2113277

United Nations Population

Fax +255-22-2117473

Fund

Address Matasalamat Mansion, Samora Avenue /
Zanaki Street,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12799
Address P.O.BOX 2666, 231 Maweni Street,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50075
40 Ali Hussin Road,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666142
Address P.O.BOX 9123, Zambia Road,

City Dar es Salaam
US Peace Corps

City Dar es Salaam

Address P.O.BOX 9182, United Nations Building,

Tel +255-22-2667365

Samora Avenue, City Dar es Salaam

Address P.O.BOX 2054, ANC House, 50 Mirabo

Tel +255-22-2130350

World Bank

Tel +255-22-2110141

World Food Programme

Address P.O.BOX 77778, City Lusaka
Tel +255-22-2666700
Address P.O.BOX 9292, 18 Luthuli Road,

Fax +255-22-2110130
World Health Organization
35) 출처 : http://www.tnnc.go.tz/ngoresults.php

Tel +255-22-2114575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13005
Fax +255-22-2113180

부록

City Dar es Salaam

Street, City Dar es Salaam
Fax +255-22-2113039

Address P.O.BOX 9200, Umoja House,
International Development

Tel +255-22-2150811

Fax +255-22-2666152

Address P.O.BOX 9212, Sea Veiw Road,

Fax +255-22-2130350
UK Department for

Address P.O.BOX 4076, City Dar es Salaam

Address P.O.BOX 9182, United Nations Building,

Address P.O.BOX 9514,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126821

Tel +255-22-2118081

3부. 탄자니아 소개

Commission

United Nations Children’s

Samora Avenue, City Dar es Salaam

2부. NGO 활동

Development, Gender and

Development Fund

Address P.O.BOX 9182, United Nations Building,

1부. NGO 등록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1.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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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ational NGO

3) Local NGO
정보

단체명

Address PO BOX 6070, Radio Tanzania Road,
World Vision International

City Arusha
Tel +255-27-2504359

Address PO Box 21496, Urambo Street,
ActionAid International

Fax +255-27-2508248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xfam

Tel +255-22-2122439
Address PO BOX 13196, City Arusha
Tel +255-27-2505357
Address City Dar es Salaam

Africa

East Africa Support Unit for
NGOs

Kahama NGO Network

Tel +255-27-2548224

Fax +255-22-2126504
Address PO Box 6120, City Arusha
Tel +255-27-2548803
Fax +255-27-2548289
Tel +225-28-2710805
Fax +225-28-2710805

Tanzania Association of NGOs

Address PO BOX 31147, City Dar es Salaam
Tel +255-22-2761726
Address PO BOX 1610, City Zanzibar

Zanzibar NGOs Cluster

Tel +255-24-2230195
Fax +255-24-2230195

Address PO BOX 6187, Rebman House, Old Moshi
Road, City Arusha

Tel +255-22-2126504

Address PO BOX 78, City Kahama

Tel +255 22 2666647
Fax +255-2-2666628

AIDS NGOs Network in East

Human Rights Centre

Address PO BOX 78947, City Dodoma

Kilimanjaro Christian Medical
Center

Address PO BOX 3010, City Moshi

3부. 탄자니아 소개

Address PO BOX 105506, City Dar es Salaam
Habitat for Humanity

Development Peace and

Tel +255 22 2774796
Fax +255-22-2775894

Tel +225-33-2150711
Fax +225-22-2131003

Tel +255-22-2772726
Address PO BOX 9846, City Dar es Salaam

HelpAge International

City Dar es Salaam

2부. NGO 활동

SOS Children’s Villages

Address PO BOX 2086, Ghana Avenue,
City Dar es Salaam

정보

1부. NGO 등록

단체명

Tel +255 27 275 4377
Fax +255 27 275 4381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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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NGO 활동현황

No.

소속기관

활동지역

활동내용

16

CTSI

아루샤

아동결연 지역개발사업

아동교육지원
소속기관

활동지역

활동내용

1

국제아동돕기연합

탕가

아동보건사업

2

굿네이버스

므완자, 시냥가,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 도도마,
키고마

지역개발사업(교육, 보건, 식수,
소득증대, 옹호, 난민, 아동결연 등)

1부. NGO 등록

No.

기술학교

3. 재탄자니아한국민간단체협의회
(AKNT : The Association Korean of NGOs in Tanzania)

보건의료(개안)
3

글로벌투게더

다르에스살람

생계지원사업

잔지바르

어린이 및 지역개발사업

재탄자니아한국민간단체협의회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단체 간 네트워크 조직과 실무자

모로고로

농업개발사업

역량강화, 이슈 발굴 및 교류, 정보 공유 및 사업 방향성 고민을 위해 2010년도에 창립하였으며,

다일공동체

다르에스살람

무료급식 및 지역개발사업

메디피스

다르에스살람

모자보건사업

4

기아대책기구

5
6
7

밀알복지재단
(NFC 인터내셔널)

아루샤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
아동결연

비전케어

다르에스살람

안보건사업

9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아루샤

식수(水)사업

10

아름다운동행

키감보니

농업기술대학 운영
지역개발사업
진료소 운영

아프리카미래재단

모시

지역개발사업(도서실 운영,
학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12

월드쉐어

다르에스살람

식수(水)사업
알비노프로젝트

위드

모로고로

무료급식 및 영양사업

14

하트하트재단

음트와라

안보건체계 강화사업

15

한코리아

카라투
아루샤

식수(植樹)사업

A
K
N
T

2) 방향성

Association

Korean

NGOs

Tanzania

젊은 사고와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협의체
한국 민간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협의체
사회 변화를 위해 긍정적인 연대 실천하며
사회정의를 이루는 협의체

부록

13

현재 16개 회원단체가 가입하여 활동 중임.

3부. 탄자니아 소개

8

11

1) 소개

2부. NGO 활동

소득증대사업

탄자니아에서의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협의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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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한국기관 연락처

임원진(2016년 현재)
- 회장 : 허남운 (굿네이버스 지부장)

- 총무 : 김나라 (월드쉐어 지부장)

공관주소 및 연락처
공   관

- 서기 : 이귀운 (국제아동돕기연합 지부장)
- 코디네이터 : 김재현 (KCOC)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4) 주요 사업

신규 및 연장단원
현지적응교육
워크숍
기관방문 및 분야별 실무

1회 정기총회 실시(11월 예정)
신규 봉사단원 및 연장단원의 현지적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

Golden Jubilee Towers
19th floor, Ohio Street, City
Centre, DSM, Tanzania
사서함 : 1154, Dar es
Salaam

연  락  처
전화 : +255-22-2116086~8
긴급 연락처 :
+255-754-360931 (영사)
+255-789-740011 (영사과)
E-mail : embassy-tz@mofat.go.kr
홈페이지 : www.tza.mofat.gokr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30~5:00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
봉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워크숍 실시
회원단체 방문, 단원 미팅,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정보공유 및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네트워크 형성

5) 로고

기타 한국기관 연락처
주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KOTRA)

* AKNT, The Association Korean of NGOs in Tanzania의 약자로 'T'는 탄자니아 바오밥 나무를 상징함.

6th Floor, Millennium
Tower, Kijitonyama, Dar es
Salaam, Tanzania

사서함

+255-

+255-

22-292

22-292

2201~2

2200

+255-

+255-

22-211

22-211

0801

0496

es Salaam

Towers, Ohio Street, City

3882, Dar es

Centre, Dar es Salaam ,

Salaam

Tanzania
Office No. 602, 6nd Fl.,IT

한국수출입은행

Plaza, Ohio Street, City

13681, Dar

(KoreaExim)

Center, Dar es Salaam,

es Salaam

부록

FAX

31370, Dar

4th floor, Golden Jubilee

Tanzania

전화

3부. 탄자니아 소개

워크숍(비정기)

Korea)

주    소

2부. NGO 활동

정기회의 및 총회

the Republic of
매월 협의회 임원회의와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부. NGO 등록

- 부회장 : 이동선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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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단 홈페이지 :
재탄자니아
한인회

http://tanzania.korea.net
페이스북 페이지 : Tanzania
Korean Community -

kocomtz
@gmail.com

+255
692
119119

탄자니아 한인회

* 기타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홈페이지의 해외시장 정보 게시판에서 탄자니아의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요약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6)

36) http://www.kotra.or.kr/kbc/KTMIUI110M.html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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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I.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I.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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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eans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whose scope of Operation extends to more than
two regions;

I ASSENT,

14 th December, 2002

An Act to provide for registr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coordinate
and regulat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
ENACTED by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PRELIMINARY PROVISIONS
Short title and commencement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2002 and shall come into
operation on such date as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appoint.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Board'' means the Board established under section 6;
''certificate'' means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a certificate of compliance issued under this
Act;

''Director" means a Director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rdination appointed under
Section 3(l);

''public interest'' includes all forms of activities aimed at providing for and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or eradication of poverty of a given group of people or the public at large;
"register“ means the register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public officer'' means a Public Officer appoin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2(l).

PART II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3. (1) There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 public officer to be the Director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rdination.
(2) The Director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rdination shall be the Registrar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 link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4. (1) Functions and duties of the Director shall include(a) to advise on policy and other matters regarding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b)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Act;
(c) to ensure that operations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available for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for consumption;
(d) to encourage co-operation with sector Ministries in matters relating to Non Governmental

부록

''Council'' means a National Council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section 25;

"Minister'' mean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3부. 탄자니아 소개

PART I

2부. NGO 활동

Presiden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lso known in its acronym "NGO“ means a voluntary grouping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 which is autonomous, non-partisan, non profit making which is
Organized locally at the grass root,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or Promoting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or cultural development or Protecting environment,
lobbying or advocating on issues of public interest of a group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 and
include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a any religious
Organization or faith Propagating organization' trade union, sports club, Political party, or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but does not include a trade, union, a social club or a sports club, a political Party,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1부. NGO 등록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outside Mainland Tanzania;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No. 24 O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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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rector shall be the Secretary to the Board.

(2)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identified by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sued to it by the Registrar.
6.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Board to be known as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rdination Board.
(2) The provision of the Schedule to this Act shall have effect as to the composition, tenure of
office, proceedings at meetings of the Board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Board.

9. (1) The Board shall, before the commencement of a financial year, cause to be prepared,
estimates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for that year.
(2) The annual estimates shall make provision for all estimated expenditure of the Board for a
financial year concerned, and the Board shall in particular, approve recurrent and development
expenditure.
(3) The annual estimates shall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who shall cause them to be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submission to him.
(4) No expenditure shall be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he Board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annual estimates.
10. (1) The Board shall keep proper books of accounts.
(2)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the Board shall submit to the
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accounts of the Board together with(a) a statement of financial activities and income and expenditure during that financial year, and
(b) a stat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Board existing at the end of such financial year.
(3) The accounts of the Board shall be audited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부록

(2) The Board shall,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Performance of its functions(a) appoint any number of officers as may be required;
(b) delegate to the Director the exercise of the Powers or the performance of any of its functions.

(2) The Board may(a) invest any of its funds in securities in which the trustees may, by law deal in any trust fund
or in any other securities, which the Board may determine; and
(b) deposit with a bank any money not immediately required for the use by the Board.

3부. 탄자니아 소개

7. (1) The functions of the Board shall Include(a) to approve and coordinate registr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policy;
(c) to facilitate and co-ordinat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 to approv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ertificate of compliance;
(e) to direct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y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f) to examine the annual reports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g) to advise the Government on the activities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h) to review the register of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i) to Provide Policy guidelines t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harmonizing their
activities in the ligh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j) to receive, discuss and approve regular reports of the Council and advice on strategies for
efficient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activities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k) to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nd Providing guidelines for let working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l) to investigate and to inquire into any matter in order to ensure adherence with the
constitution of each Of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m)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directed by the Minister.

8. (1) The funds of the Board shall consist of(a) any sums as may be appropriate by the Parliament;
(b) funds or assets which may vest in or accrue to the Board from other sources by way of
fees, grants or in any other way;
(c) any sums which the Board may borrow for its own purpose,

2부. NGO 활동

5. (1) There shall be a register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wherein shall be entered all
matters relating t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vided for by this Act.

(3) In performing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the Board shall maintain as far as practicable, a
system of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Ministries, Government institutions or
any other public or private bodies established under any written law, having functions similar to
those which are performed by any given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1부. NGO 등록

Organizations;
(e) to registe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f) to keep and maintain register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g) to keep records and reports regarding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h) to appoint public officers under this Act;
(i) to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may be assigned to him by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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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11. (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Registra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14. (1) The Board may refuse to approv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f it is satisfied that(a) the activities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ot for public interest or are contrary
to any written law; or
(b) the application has given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any material particular; or
(c)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ould not be
registered.
(2) Where the Board has refused registration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t shall,
within twenty one days,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3)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is registered or established under any other written
law shall apply to the Registrar for a certificate Of compliance.

15. Any applicant who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Board may appeal to the
Minister.

(4) A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be issued upon satisfaction by each of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registration under this Act and shall
have similar effect as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sued under this Act.

mental Organization whose employees are not citizens of the United Republic it shall make
recommendation to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which shall further forward its opinion to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for the issuance of working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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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may,
where its status requires registration to be made under any other written law, apply for
registration under such oth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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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5) No fee shall be charged and payable for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compliance.

(2)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submitted by one or more persons, being founder
members, which shall be accompanied by:
(a) a copy of the constitution of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b) minutes containing full names and signature of founder members;
(c) personal particulars of office bearer;
(d) address and physical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f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 an application fee; and
(f) any other particulars or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by the Registrar.
13. (1) The Registrar shall within one month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refer the application
together with his recommendations to the Board for consideration.

(3) The Board may, in determining the matter(a) approve and direct the Registrar to regist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b) refuse to approve the application and direct the Registrar to inform the applicant or
applicants accordingly.

(2)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wish to apply to the Board for review, he may appeal to the
Minister against the decision of the Board.
(3) On receipt of the appeal, the Minister shall,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eal consider and make determination of the appeal.
(4) In determining the appeal the Minister may(a) uphold, quash or vary the decision of the Board;
(b) require the Board to revise or review its decision;
(c) require the Board to inquire into specific information from the appellant and make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17. (1) The Registrar shall upon registration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2)
(a)
(b)
(c)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containthe name and address of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area of operation of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such terms and conditions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is issued,

18.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be a conclusive evidence of the authority to operate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r i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부록

(2) The Board shall within a period of two months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s consider and make determination of the matter.

16. (1) Where the applicant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Board he may apply to the
Board for review of its earlier decision.

3부. 탄자니아 소개

12. (1) A group of persons who wish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make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form to the Regist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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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
(b)
(c)

LEVELS OF REGISTRATION
22. (1) The Registrar shall,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registration at the regional and district
levels, appoint for each region or each district, a public officer from amongst public officers
within the region or district,
(2) Subject to subsection (3) of section 23, a public officer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shall
on behalf of the Registrar(a) registe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in the region or district for which he is
appointed; and
(b) issue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or, as the case may be, certificates of compliance.

Where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has been suspended or cancelled the Board shall direct
Registrar.
to notify the relevan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to order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stop its operations; or
to remove the name of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from the register.

23. (1) Where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s intended to Operate within a certain district
the application for its registration shall only be submitted to the public officer for that district.

21. (1) Where the holder of a certificate is in defaul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respect of
which a certificate was issued or is in violation of section 20, the Registrar may serve on the
holder a default notice in writing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default.

(3)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whose scope of operation covers more than One region
and an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registerable at the national level by
the Registrar.

(2) Upon receipt of the default notice, the holder shall make representation in writing to the
Registrar regarding remedy or rectification of the default.

(4) Where the public officer has registered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he shall make a
report to that effect and submit it to the Registrar.

(3) Where the holder has failed to remedy or rectify the default within time specified in the
default notice or has not made a representation satisfactory to the Registrar, the Registrar shall
submit to the Board recommendation for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 certificate.

(5) The Minister shall by regulations prescribe the procedure to be applied by public officers in
the registration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6) A holder of a certificate who is dissatisfied by the decision of the Board to suspend or
cancel a certificate may appeal to the Minister.

24. (1) Where the Board has reason to suspect that 9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ceased to exist, it may issue a notice in writing to the office bearers of tha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publish a notice in a newspaper widely circulating in Mainland Tanzania,
requiring it to submit to the Board within a period of thirty days, proof of its existence.
(2) Where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fails to submit to the Board Proof of its
existence, the Board may direct the Registrar to cancel the certificate Of its registration and
remove its name from the register.

부록

(5) A holder whose certificate has been suspended or cancelled may apply to the Board for
review of the decision to suspend or cancel the certificate if he is dissatisfied by the reasons for
such suspension or cancellation.

(2) Where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intended to operate in the whole region the
application for its registr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public officer appointed for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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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a holder of a certificate is in default as provided for in
subsection (1), it shall direct the Registrar to suspend or cancel th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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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Subject to Section 21, the Board may suspend or cancel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f it is
satisfied that
(a) the terms or conditions prescribed in certificate have been violated,
(b)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ceased to exist;
(c)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perates in variance to its constitution, or
(d) the Council has submit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Board, recommendation for its
suspension or cancellation.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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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here the Board has approved the registration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whose
employees are not citizens of the United Republic it shall make recommendation to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which shall further forward its opinion to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for the issuance of working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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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AND SELF REGULATION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5.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n umbrella organization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known as the National Council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 The Council shall be a collective forum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s
of co-ordination and networking of al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operating in Mainland
Tanzania.

(4) No person, body of persons or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perform or claim to perform anything which the Council is empowered or
required to do under this Act.

(2) N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operate or perform its functions contrary to its
governing documents.
3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have the duty:
(a) to respect the laws governing its operations.
(b) to respect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and communities in which it operates
unless such culture and traditions are contrary to any other written law;
(c) in the case of an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i) to foster and promote the capacities and abilities of othe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i)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the Council; and
(iii) to refrain from doing any act which is likely to cause competition or misunderstanding
among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32.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registered under this Act shall be entitled to engage in
legally acceptable fund raising activities.
33. (1) Any change in the constitution, name or name of office bearers by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Registrar in writing.

(2) The Council shall at its first annual meeting appoint the office bearers and Promulgate rules
of procedure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activities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 A notice to the Registrar shall be accompanied by(a) a copy of resolution certified by office bearers stating that the resolution complies with its
governing documents; and
(b)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3) The office bearers of the Council Shall hold offic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may be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only another one term.
27. (1) The Council shall develop and cause to be adopted a code of conduct and such other
regulations which shall facilitate self regulation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 The code of conduct shall be adopted by a resolution at an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28. (1) The Board shall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the code of conduct, regulations and rules
developed by the Council ar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Policy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laws of the land.

29.
(a)
the
(b)

(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for every calendar year :
Prepare a report of its activities which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Council,
Board and other stake holders;
Prepare an annual audited report and submit copies there of to the Council and the Board.

30. (1) The constitution and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founder members to the Registrar at
the time of making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any subsequent constitution and documents

34. (1) Members of the public shall have right of access to and inspect any documents of any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t the office of the Registrar.
(2) The Minister shall prescribe the circumstances and the manner in which the public shall
exercise the right of access to and inspect such documents.

PART VI
OFFENCES AND PENALTIES
35. (1) Any person who(a) forges or, utters any document for the purposes of procuring registration;
(b) makes false statements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부록

(2) The Board shall cause the code of conduct and regulations or rules developed by the Council
to be published in the Gazette.

(3) The Registrar shall after receiving notification(a) enter into the register all changes as submitted in the notification;
(b) where necessary, issue a new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c) remove from the register particulars of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s may be
necessary,
(d) Where the Registrar has made changes in the Register in respect of the particulars of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he shall inform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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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 The Council shall convene annually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on and networking of al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부. NGO 활동

(3) The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thirty members as may be appointed by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represent their respective interests.

submitted to the Registrar shall be the governing documents in respect of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1부. NGO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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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erson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in any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operating in Mainland Tanzania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Ⅱ. ADVICE ON HIRING AND TERMINATION OF EMPLOYEES1)

Ⅱ. ADVICE ON HIRING AND TERMINATION OF EMPLOYEES1)
1.

OPINION

1.1. Employment Contracts
1.1.1.

1.1.2.

(2) Without prejudice to subsection (1), where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r any of
its office bearer has committed an offence, the court may order that suc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or any of its office bearer to pay a fine not exceeding fifty thousand shillings
for every day during which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continues.

PART VII

1.2.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 sand it singredients

MISCELLANEOUS PROVISIONS
37. (1) The Registrar shall publish
Tanzania the names of(a) al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b) al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 al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nually in newspapers widely circulating in Mainland
which have been registered;
whose names have been cancelled; and
which have been deregistered.

38. (1) The Minister may on consultation with the Board make regulations for the better carry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3) Regulations made by the Minister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A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is a list of information about an employee and terms of
engagement which the employer must supply to an employee once an employee
commences employment. A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an employee;
- Name, Age, Permanent Address and Sex of the employee
- Place of Recruitment
- Job description
- Date of commencement
- Form and duration of Contract
- Place of Work
- Hours of Work
- Remuneration, method of calculation and details of any benefits or payments in kind;
Any other prescribed matter
1)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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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prescribing(a) various forms to be used in this Act;
(b) fees payable under this Act;
(c) the format of the reports of activities to be submitted by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d) any matter which needs to be prescribed under this 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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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inly three types of contracts under which you can employ someone and these
are:
A contract for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also known as a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
Contract for specified period of time: This is a type of contract in which the duration is
specified. Under this contract if the specified duration has expired then the contract
automatically comes to an end. A contract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could be of
duration of one month, three months, one year, two years etc.
Contract for a specific task: This is a kind of contract in which a person is employed to
perform a specific task. Once the task is completed then that contract comes to an end.

2부. NGO 활동

As per section 14 of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Act, 2004 (ELRA), a person may
be engaged in one of three types of contracts contingent upon the period of service.
Namely, contracts for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commonly known as permanent
employment), those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which are used for professionals and
managerial cadre, and finally those for specific tasks (e. g in the case of consultancy
work).

(3)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 person who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this Act may, in
lieu of the institution of the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pursuant to this Act, be proceeded
agains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enal Code.
36.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 where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under this Act by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any of the office bearers of su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liable to be proceeded against and be punished accordingly, unless any of
such office bearer prov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he had no knowledge, and could
not, by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have had knowledg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1부. NGO 등록

(c) conducts fund raising activities contrary to this Act;
(d) operates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out obtaining registration under this Act; or
(e) violates the code of conduct, or contravene any regulation or rules made under this Act,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five hundred
thousands shilling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to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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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If the particulars stated above are stated in a written contract which has been supplied to
an employee the employer may not furnish the employee with the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It is also your duty as the employer to make sure that all written particulars
or the ingredients of the contract are explained to the employee in a manner that an
employee understands. It is necessary to put the contract in a language that is easily
understood by the employee, be it English or Swahili.

1.4.1.
An employee is required or permitted to work for six days in a week, 45 hours a week
and nine hours in a day (section 19(2) of ELRA). The maximum hours allowed in any
week is 45 hours. In our view, this means that with respect to ordinary hours of work, a
person may work up to 9 hours a day or 6 days a week provided always that the
aggregate number of hours worked in a week does not exceed 45 hours a week. So for
instance, a person may work 5 days a week, for 9 hours everyday or six days a week for
8 hours over the 5 days and 5 hours in the 6th day. In each case not exceeding the
minimum of 45hour sin a week.
1.5. Night work
1.5.1.

1.2.4.
With regard to the said particulars the practice has been that some employers would just
issue an employment letter. We think that, the said letter would not serve the purpose of
written particulars, unless it incorporates the particulars enumerated under section 15 of
ELRA. Otherwise, the employer will still need to have the particulars prepared and give a
copy to the employer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e only sanction
for non-compliance is that in case of an employment dispute,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y term in dispute will be upon the defaulting employer
(section 15(6) of ELRA). A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or a Contract of Employment
or any of the above mentioned terms shall not apply to an employee who works less than
six days in a month for an employer.

1.6. Overtime work
1.6.1.
In addition to the ordinary hour of work, ELRA allows for overtime work. However, an
employer is prohibited from requiring or permitting an employee to work beyond the
12-hour limit, (section 19(1) of ELRA). Apparently, there are two thresholds for working
hours per day under ELRA (9 hours and 12 hours). However, the position is that 9 hours
per day is the threshold for ordinary hours while 12 hours is the threshold upon an
agreement for an employee to work overtime. Therefore, in any event where a person is
to work overtime, he/she should not be required to work for more than 12 hour in any
day.

1.3. Employing an employee in an Oral Contract
1.6.2.

Generally, there are two basic conditions governing overtime work under ELRA. Namely,
the employer shall not require or permit an employee to work overtime more than 50
overtime hours in any four week cycle and the employer shall pay an employee not less
than one and one half times the employee's basic wage for any overtime.

부록

Based on the foregoing, oral contracts are permissible; however an employee must be
supplied with a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containing terms listed above. It is
however not advised to enter into an oral contract of employment because in case of any
legal proceedings the burden of proving or disproving an alleged term of employment
shall be on the employer. If an employer fails to produce a contract of employment or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he/she will then fail to prove any term contained therein
and the dispute might be decided against him/her.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supply
an employee with a written contract or at least a Written Statement of Particulars.

3부. 탄자니아 소개

Employers are prohibited to require or permit pregnant women at their seventh month of
pregnancy to work after twenty hours and before six hours (section 20 ELRA). However,
such employees may be permitted to work at night at any earlier date contingent upon
directives by a medical practitioner (section 20(2)(a) of ELRA). Mothers in their 2 months
of postnatal period are also protected from required to work during the said hour.
However, a mother may start working at night even before the said 2 months period
elapses provided that she produces a medical certificate showing that her working at night
will not affect herself or the baby (section 20(2)(b) of ELRA).

2부. NGO 활동

In our opinion, the law does not require contracts to be in writing except where a person
is engaged to work outside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ection 14(2) of ELRA).
However, it is mandatory for an employer to supply an employee with the particulars of
his or her employment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section 15(1) of ELRA. Naturally
this is not necessary where an employment contract is written and the employee is given a
copy. This is critical since in case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 where the employer has failed to reduce the employment particulars to writing,
the onus will be upon the employer to prove that any term in issue formed part of the
contract. Section 15(6) of ELRA states: “15(6) If in any legal proceedings, an employer fails to produce a written contract or the
written particulars prescribed in subsection (1), the burden of proving or disproving an
alleged term of employment stipulated in subsection (1) shall be on the employer.”

1부. NGO 등록

1.4. Hours of Work

1.2.2.

124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125

1.7.1.
An employee who works on public holiday is entitled to a payment that is double his
basic wage for each hour worked on that day, (section 25 of ELRA).
1.8. Leave

1.8.4.

Compassionate Leave

1.8.5.1.

1.8.2.1.
An employee is entitled to at least 28 consecutive days leave in respect of each leave
cycle (section 31 of ELRA). Leave cycle is defined to mean a period of 12 months of
consecutive employment with an employer.
1.8.2.2.

Maternity Leave

1.8.3.1.

1.8.3.2.
An expecting employee may only take her maternity leave at least four weeks before
giving birth, unless a medical practitioner advises otherwise. ELRA prohibits employees
to work within six weeks after giving birth unless a medical practitioner so permits

1.8.6.

Sick Leave

1.8.6.1.
An employee is entitled to at least 126 days of sick leave in any leave cycle (section
32(1) of ELRA). In the first 63 days, an employee shall be paid full wages and the
second 63 days shall be paid half wages. Sick leave is only payable upon the
employee’s production of medical certificate, and/or upon the employer’s satisfaction that
the employee is not covered for paid sick leave under any law, fund or collective
agreement (section 32(3) of ELRA).
1.9. Termination of Employment
1.9.1.
Termination of employment’ may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ermination. It may mean, the common law right of either the employer or employee to
terminate employment contract; a situation where the employee terminates the employment
owing to the fact that the employer is making the continued employment intolerable; upon
expiry of a fixed term contract without renewal; upon refusal by an employer to allow an
employee to resume work after maternity leave; and failure to re-employ after an offer to
do so by an employer after termination (section36 of ELRA). Unfair termination is
prohibited under section 37 of ELRA. The circumstances that would render a termination
unfair, thus unlawful are enumerated under section 37(1) of ELRA as follows:
1.9.1.1.
(1) it shall be unlawful for an employer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 employee
unfairly.
(2) A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an employer is unfair if the employer fails to prove-

부록

A female employee is entitled to 84 days’ paid maternity leave or 100 days’ paid
maternity leave if an employee gives birth to more than one child at the same time
(section 33(6) of ELRA). An expecting female employee is required to give to her
employer a 3 months’ notice of her intention to take maternity leave (section 33(1) of
ELRA). However, maternity leave can be taken any time from four weeks before the
expected date of confinement or an earlier date if a medical practitioner so advises
(section 33(2) of ELRA).

An employee is also entitled to at least 4 days paid leave for either sickness of the
child or death of the employee’s child, spouse, parent etc. (section 34(1) (b) of ELRA).

3부. 탄자니아 소개

An employee with less than six months service is not entitled to paid leave, unless the
employee is employed on a seasonal basis or has worked more than once in a year for
the same employer, and the total period worked for that employer exceeds six months in
that year. An employer may determine the timing of annual leave provided that it is
taken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nd of the 12 month period in which the annual
leave entitlement accrued or twelve months after such time if the employee has
consented and the extension is justified by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 employer.
An employer is required to pay an employee the remuneration for annual leave (that the
employee would have been paid had the employee worked during the period of leav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leave.
1.8.3.

1.8.5.

2부. NGO 활동

ELRA has introduced paternity leave. Each male employee may have 3 days of paid
paternity leave (section 34 of ELRA). However, such leave is subject to two conditions.
Namely, leave must be taken within 7 days of the birth of the child, and the employee
must be the father of the child.

ELRA recognizes five types of leave, namely annual, sick, maternity, paternity, and
compassionate leave. These are covered under sub-part D of Part III of the Act.
Annual leave

Paternity Leave

1.8.4.1.

1.8.1.

1.8.2.

1부. NGO 등록

(section 33(3) of ELRA). Pregnant or nursing women working in environments that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to their health or that of their children are also protected
from being required to work (section 33 (5) of ELRA).

1.7. Public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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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Apart from this valid reason of termination the employer must follow fair procedures for
termination that is the employer has to give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employee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notice has to b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for termination
and the date which the notice is given. An employee has a right to be heard before a
termination decision is taken against him.

1.9.2.

1.9.6.

Summary dismissal

1.9.6.1.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committed by an employee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employer has reliable evidence, it is mandatory to follow the procedures
outlined under the law. Failure to follow the procedure will amount to summary
dismissal, meaning an employee is terminated without being availed of an opportunity to
defend himself before a fair disciplinary committee. Unless an employee has confessed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then it is mandatory to hold a disciplinary hearing. With
summary dismissal, an employee does not have a chance to present their case before
termination. In labour laws this can amount to unfair termination.
1.9.7.

Consequences of Unfair Termination

Under the law there are four grounds that may justify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by
the employer and these are:
• Misconduct
• Incapacity
• Incompatibility
• Employer’s operational requirements/retrenchment.
1.9.4.
An employer may also terminate an employee due to participation in an illegal strike.
Therefore for an employer to terminate an employee he/she should have a genuine reason
falling under the above-mentioned grounds of termination. An employee cannot be fired
because an employer does not like them - unless the grounds for this dislike ar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ors, such as misconduct etc.
Fair Termination of Employment

1.9.5.1.
In order for termination to be fair in the eyes of the law it has to be both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fair. The employer needs to have a valid and fair reason for
termination.

부록

1.9.5.

If the Commission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or Labour Court that a termination is
unfair it may order the employer to:
1.9.7.1.1.
Reinstate the employee from the day he/she was terminated without loss of remuneration.
Meaning the employee will have to be remunerated as if he/she has been employed for
the whole period that he/she was absent due to termination. When an Order for
reinstatement is made but the employer does not want to reinstate or re-engage the
employee, the employer shall pay compensation of twelve months wages in addition to
wages due and other benefits from the date of unfair termination to date of final
payment.
1.9.7.1.2.
Re-engage the employee on any terms that the Arbitrator or Court may decide. When an
order for re-engagement is made but the employer does not want to re-engage the
employee, the employer shall pay compensation of twelve months wages in addition to
wages due and other benefits from the date of unfair termination to date of final
payment.
1.9.7.1.3.
Compensate the employee with not less than twelve months’ remuneration. An order for
compensa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d not a substitute for, any other amount to which
the employee may be entitled in terms of any law or agreemen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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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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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of employment can be initiated by an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of
employment. Lawful termination of employment under common law includes:
1.9.2.1.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agreement: When the employer and employee agree to
bring a contract of employment to an end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1.9.2.2.
Automatic Termination: A contract of employment may be terminated automatically in
circumstances such as death or loss of business of the employer or expiry of the period
of contract.
1.9.2.3.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the employee/Resignation: This happens when an
employee due to material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employer decides to resign from
her employment.
1.9.2.4.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an employer: An employer may als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 employee but there is a ne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contract relating to termination.

1부. NGO 등록

(a) That the reason for the termination is valid;
(b) That the reason is a fair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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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MPLOYMENT CONTRACT
(MKATABA WA AJIRA)

6.4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Makubaliano haya yamefanyika kati ya )

………소속단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e” / Hapa akitambulika kama ‘Mwajiriwa’)
Date of birth (Tarehe ya Kuzaliw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x (Jinsia): ___________

8.

PUBLIC HOLIDAYS (SIKU KUU ZA KITAIFA)
8.1.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a basic pay for each paid public holiday.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malipo ya msingi kila siku ya siku kuu.)
8.2.
Work on paid public holiday shall be agreed.
(kufanya kazi siku za siku kuu zinayostahili kulipwa ituwa ni makuabaliano.)
8.3.
Where the employee works on a public holiday, the employee shall be paid
double the basic salary for each hour worked on that day.
(Pale ambapo mwajiriwa atafanya kazi siku ya siku kuu, atalipwa mara mbili ya
malipo yake ya msingi kwa kila lisaa atalofanya kazi siku hiyo.)

9.

ANNUAL LEAVE (LIKIZO YA KILA MWAKA)
9.1.
The employee is entitled to 28 days paid leave during each leave cycle. These
days shall be inclusive of any public holidays falling within the leave period. A
leave cycle for the purpose of annual leave means a period of 12 months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
Phone number (Namba ya simu)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

COMMENCEMENT (Mwanzo rasmi)
This contract commenced on (Mkataba huu umeanza rasmi tarehe)
_______________ and continues until (Na utaendelea mpaka tarehe); ____________

2.

PLACE OF RECRUITMENT (MAHALI PA USAHILI)
Arusha, Tanzania

3.

PLACE OF WORK (KITUO CHA KAZI)
In Tanzania

4.

JOB DESCRIPTION (MAELEZO YA KAZI)
4.1.
Job title (Cheo chake kikaz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Duties, as stated by title plus any other work as required by the Director.
(Kazi yake, ni kama ilinyoelezwa hapo juu pamoja na kazi nyingine yeyote
atakayoagizwa na mkurugenzi.)

5.

PROBATION (MUDA WA MAJARIBIO)
5.1.
This contract is a renewal so no probation.
(Mkataba huu ni umesiniwa upya[renewal] kwa hiyo hauna kipindi cha
majaribio.)

6.

REMUNERATION/MSHAHARA
6.1.
he employee’s basic salary shall be (Mshahara wa mwajiriwa utakuwa) TSHS
___________________In words (kwa manen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er month and will be reviewed from time to time as appropriate.
(kwa mwezi na utafanyiwa marekebisho mara kwa mara kama ipasavyo.)
6.2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allowances/payments in
kind/bonuses: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posho/malipo kama vile motisha kazini.)

부록

HOURS OF WORK (MASAA YA KAZI)
7.1.
The ordinary daily working period shall be from 8:30 a.m. to 1:00 p.m. and
from 2:00 p.m. to 5:30 p.m. on Mondays to Fridays inclusive and from 8:00
a.m. to 1:00 p.m. on Saturdays.
(Muda wa kawaida wa kazi kila siku ni kuanzia saa 2:30 mpaka saa 7:00 na
saa 8:00 Mchana mpaka saa 11:30 Jioni. Jumatatu mpaka Ijumaa kwa ujumla.
Na kuanzia saa 2:00asubuhi mpaka saa 7:00 mchana, siku za jumamosi.)
7.1.1
The ordinary working week commences on MONDAY and ends on
SATURDAY
(Siku za kawada za kazi kwa wiki zinaanza JUMATATU mpaka JUMAMOSI.)
7.1.2 Overtime may be worked when agreed.
(Masaa ya ziada ya kufanya kazi[overtime] yanaweza kuwepo baada ya
makubaliano)
7.1.3 The employee shall be paid overtime at the following rate:
ONE AND ONE-HALF TIMES THE BASIC SALARY PER HOURS ON
WORKING DAYS AND TWICE TIMES THE BASIC SALARY PER HOUR
ON SUNDAYS AND PUBLIC HOLIDAYS.
(Mwaijiriwa atalipwa masaa ya ziada kwa kiwango kifuatacho:
MARA MOJA NA NUSU YA MALIPO YA MSINGI KWA LISAA SIKU ZA
KAZI NA MARA MBILI YA MALIPO YA MSINGI KWA LISAA SIKU ZA
JUMAPILI NA SIKU ZA SIKU KUU ZA KITAT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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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부. NGO 활동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r” / Hapa Akitambulika kama ‘Mwajiri’).
AND (NA)

The wage period is monthly and the wages shall be paid on
(Mshahara huu ni kwa kila mwezi na utalipwa tarehe)
On 25thof the Month(ya mwezi)
Payment will be made in cash, or by check or by cred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personal bank account as specified by the employee.
(Malipo haya yatalipwa kwa pesa taslimu au kwa hundi au kuingizwa katika
akaunti ya mwajiriwa atakayoelekeza yeye.)
The employee agrees to the following deductions: (Mwajiriwa amekubali
kukatwa makato yafuatayo:)
PERSONAL INCOME TAX [PAYE], [NSSF] CONTRIBUTIONS, LOANS AND
SALARY ADVANCES, AND OTHER DEDUCTIONS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KODI YA MAPATO BINAFSI [PAYE], MICHANGO YA SHIRIKA LA HIFADHI
YA TAIFA [NSSF], NA MAKATO MENGINE KAMA MWAJIRI NA MWAJIRIWA
WATAKAVYOKUBALIANA.)

1부. NGO 등록

Ⅲ. 고용계약서
포함)
Ⅲ. 고용계약서양식(견본
양식(견본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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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

9.6.

13. SEVERANCE PAY/MALIPO YA KUACHISHWA KAZI
13.1.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severance pay of not less than seven days
basic wage for each completed year of continuous service up to a maximum of
ten years, where employment is terminated by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부록

(a) The first 63 days shall be paid at the basic wage; and
(Siku 63 za kwanza mwajiriwa atalipwa mshahara wake wa kawaida wote.)
(b) The second 63 shall be paid at half the basic wage.
(Siku 63 zitakazofuata mwajiriwa atalipwa nusu ya mshahara wake wa
kawaida.)
10.3.
For the purposes of sick leave, a leave cycle means a period of 36 months
consecutive employment from the commencement of date of employment

12. TERMINATION OF EMPLOYMENT/KUSITISHWA KWA MKATABA
12.1.
This contrac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giving the other ONE month’s
notice.
(Mkataba huu unaweza kusitishwa kwa upande mmoja kutoa taarifa mwezi
MMOJA kabla .)
12.2.
Notice shall be given in writing not less than the minimum period specified
stating the reasons for termination and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is given.
(Taarifa hiyo itatolewa kwa maandishi siyo chini ya muda uliotajwa ikieleza
sababu za kusitisha mkataba na tarehe ambayo taarifa imetolewa.)
12.3.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employer must furnish
the employee with a prescribed certificate of service.
(Mkataba ukisitishwa ni lazima mwajiri ampe mwajiriwa cheti cha kazi aliyokuwa
akiif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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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ICK LEAVE/LIKIZO YA UGONJWA
10.1.
Subject to section 32 of the Employment and Labor Relations Act,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employee is entitled to 126 days paid
sick leave in any leave cycle, if supported by a medical certificate on each
occasion when sick leave is taken. Payment by the employer shall however not
be required if the employee is entitled to paid sick leave under any law, fund or
collective agreement.
(Chini ya kifungu cha 32 cha Sheria ya Mahusiano ya Kazi na Ajira ya Mwaka
2004 (Hapa ikitambuliwa kama sheria) Mwajiriwa ana haki ya likizo ya ugonjwa
yenye malipo kwa siku 126 katika mzunguko wowote wa likizo, kama
ikithibitishwa na cheti cha daktari kila anapochukua likizo ya ugonjwa. Malipo
kutoka kwa mwajiri hayatakuwa lazima ikiwa mwajiriwa ana haki ya malipo ya
likizo ya ugonjwa chini ya sheria yeyote, fedha or makubaliano ya pamoja.)
10.2.
Payment for sick leave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Malipo ya likizo ya ugonjwa yatahesabiwa kama ifuatavyo:)

11. MATERNITY LEAVE/LIKIZO YA UZAZI
11.1.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within any leave cycle, to at least 84 days
paid maternity leave or 100 days paid maternity leave if she gives birth to more
than one child at the same time.
(Mwajiriwa ana haki ndani ya mzunguko wa likizo, kupata angalau siku 84 za
likizo ya uzazi yenye malipo au siku 100 za likizo ya uzazi yenye malipo kama
akizaa mtoto zaidi ya mmoja kwa wakati mmoja.)
11.2.
The employee shall give notice to the employer of her intention to take
maternity leave at least 3 months before the expected date of birth and such
notice shall be supported by a medical certificate.
(Mwajiriwa atamjulisha mwajiri nia yake ya kuchukua likizo ya uzazi miezi
mitatu kabla ya siku anayotarajia kujifungua na taarifa hiyo lazima ithibitishwe
na cheti cha daktari.)
11.3.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paid leave for only 4 terms of maternity
leave.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kupata likizo ya uzazi yenye malipo mihula
minne tu.)
11.4.
The employee shall be allowed to breast feed her child during working hours
up to a maximum of two hours per day subject to a maximum post natal breast
feeding period of nine months.
(Mwajiriwa ataruhusiwa kumnyonyesha mtoto wake wakati wa masaa ya kazi,
kwa masaa yasiyozidi mawili kwa siku, ndani ya kipindi cha kunyonyesha cha
juu kinachokubalika yaani miezi t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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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he number of days may be reduced by the number of days of occasional
leave granted at the request of the employee.
(Idadi ya siku za likizo zaweza kupunguzwa kuzingatia siku ambazo mwajiriwa
aliomba ruhusa/kutofika kazini.)
Leave pay shall be paid in advance of leave.
(Malipo ya likizo yatalipwa mwanzoni mwa likizo.)
The employer shall not require nor permit an employee to work for the
employer during any period of annual leave.
(Mwajiri hataruhusu wala kumuomba mwajiriwa kufanya kazi wakati wowote wa
likizo yake ya mwaka.)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once in every two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o be paid traveling fee in advance of annual leave The traveling fee is equal to
the actual bus fare to and from the place of recruitment for his/herself, his/her
spouse and up to four children or dependents.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kulipwa posho ya likizo baada ya kufanya kazi
kwa miaka miwili mfululizo na posho ya likizo itakuwa sawa na mshahara wake
wa mwezi mmoja ikiwa ni pamoja nauli ya Basi ya kwenda na kurudi mahali
pake pa usahili yeye, mke wake na watoto wasiozidi wane au wategemezi.)

10.4.

commenced or the completion of the last 36 moth leave cycle.
(Kwa dhumuni la likizo ya ugonjwa, mzunguko wa likizo unamaanisha kipindi
cha miezi 36 mfululizo ya ajira kuanzia siku ya mwanzo ya ajira hadi
kukamilisha miezi 36 ya mzunguko wa likizo.)
The employee shall notify the employer as soon as possible in the event of
absence from work through illness.
(Mwajiriwa atamtaarifu mwajiri mapema iwezekanavyo inapotokea kukosekana
kazini kwa ajili ya kuumwa/ugonj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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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onsecutive employment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employment or the
completion of the last leave cycle.
(Mwajiriwa anayo haki ya kupata likizo ya siku 28 zenye malipo kila mwaka
katika mzunguko likizo. Siku hizi zitajumuisha siku za sikuu zinazoangukia kipindi
cha likizo. Mzunguko wa likizo ya kila mwaka unamaanisha kipindi cha miezi
kumi na mbili mfululizo.)
The employee’s leave shall be taken at such time as determined by the
employ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e.
(Mwajiriwa atachukua likizo yake wakati utaoamuliwa na mwajiri baada ya
mazungumzo baina yake na mwajir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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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UMETIWA SAH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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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PPLICATION OF THE ACT/UFUNGAJI/UTEKELEZWAJI WA SHERIA
15.1.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Makubaliano haya yatatafsiriwa na kutekelezwa kulingana na sheria ya kazi.)
15.2.
Where any conflict arise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Act, the provisions
of the Act shall apply as if it is a term of this Agreement.
(Kutakapotokea mkanganyiko kati ya makubaliano haya na sheria, Sheria ya kazi
itatumika kama sharti la makubaliano haya.)
15.3.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any other benefits stipulated by the Act
even if not stated in this Agreement or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Mwajiriwa atakuwa na haki nyingine yeyote inayo amriwa na sheria ya kazi
hata kama haijaandikwa kwenye makubaliano haya au kama ilivyo kubaliwa na
pande z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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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MWAJIRIWA)
Sign.

DATE (TAREHE)

EMPLOYER (MWAJIRI)
Sign.

DATE (TAREHE)

This contract shall be produced in two authentic copies, to be signed by both parties, one by the
employer and the other by the employee.
(Mkataba huu utatolewa nakala mbili zitakazosainiwa na pande zote moja na Mwajiri nyingine
na Mwajiriwa)

부록

14. OTHER CONDITIONS OF EMPLOYMENT OR BENEFITS/MASHARTI MENGINEYO
YA AJIRA
14.1.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at least 4 days paid leave in the event of
sickness or death of the employee’s child or death of the employee’s spouse,
parent, grandparent, grandchild or sibling. The 4 days paid leave shall be the
total number of days within a leave cycle irrespective of the number of events
occurring during the leave cycle but the employer may grant more days for each
event within the same leave cycle but such extra days shall be without pay.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likizo ya siku 4 zenye malipo akiuguliwa au
kufiwa na mtoto, mke, mzazi, babu/bibi, mjukuu , kaka yake au dada yake. Likizo
hiyo yenye malipo itakuwa na jumla ya siku nne katika mzunguko wa likizo bila
kujali idadi ya matukio wakati wa mzunguko wa likizo hizo lakini mwajiri
anaweza kumpa mwajiriwa siku zaidi kwa kila tukio ndani ya mzunguko huo wa
likizo ila siku hizo za ziada hazitalipwa.)
14.2.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medical services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Scheme.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kupata matibabu chini ya mfumo wa Mfuko wa
Hifadhi ya Taifa [NSSF])
14.3.
The employee shall be entitled to decent interment for him/herself at place of
employment and his/her spouse and his/her children living with her dying during
employment unless a relative or friend undertakes such duty.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maziko ya heshima mahali alipoajiriwa yeye na
mke/mume wake, watoto wake wanaoishi nae wanopokufa isipokuwa pale ambapo
ndugu au rafiki atachukua jukumu hilo.)
14.4.
The employer shall pay for the seminar fees for professional seminars attended
by the employee as part of mandatory continued professional education [CPE]
and shall also pay for the employee’s subscription fees to professional bodies.
(Mwajiri atalipia ada za semina za kitaalamu ambazo zimehudhuriwa na
mwajiriwa ambazo ni za lazima ili kuendeleza ujuzi na elimu yake [CPE] na
atalipa pia michango ya mwajiriwa kujiunga na vikundi vya kitaalamu.)
14.5.
The employee shall not be entitled to out of station allowance while traveling
on duty within the country for each day spent outside her/his duty station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4.6.
(Mwajiriwa hatakuwa na haki ya kulipwa pesa za kusafiri nje ya kituo chake
cha kazi kwa kila siku atakayo kuwa nje ya kituo chake cha kazi kwa sababu

zifuatazo:)
14.6.1. The Employer shall provide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working station.
(Mwajiri atatoa usafiri wa kwenda na kurudi kutoka katika kituo cha
mwajiriwa cha kazi.)
14.6.2. The employer shall provide accommodation for the employee out of station.
(Mwajiri atatoa au kulipia mahalia pa kulala pa mwajiriwa awapo nje ya
kituo chake cha kazi.)
14.6.3. The Employer shall provide meals and acommondation for the employee out of
station.
(Mwajiri atatoa chakula cha asubuhi, mchana na usiku pamoja na malazi kwa
mwajiwa nje ya kituo chake cha kazi.)
14.6.4. The employee shall abide by the codes of conduct promulgated by the Serving
Friends International
(Mwajiriwa lazima afuate kanuni, sheria na taratibu zinazoaminiwa na
Serving Friend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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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completed a minimum of 12 months continuous service.
(Mwajiriwa atakuwa na haki ya kulipwa mafao ya kuachishwa kazi ambayo siyo
chini ya mshahara wake wa msingi wa siku saba kwa kila mwaka ambao
mwajiriwa alifanya kazi kwa mfululizo hadi kipindi cha miaka kumi, pale ambapo
ajira imesitishwa na mwajiri na mwajiriwa ametimiza zaidi ya miezi 12 ya
huduma mfululizo.)
13.2.
The employee shall not be entitled to severance pay if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was on grounds of:
(Mwajiriwa hatakuwa na haki ya kulipwa malipo ya kuachishwa kazi ikiwa
kuachishwa kazi kwake kumesababishwa na:)
13.2.1. Misconduct; or (Tabia Mbaya)
13.2.2. Incapacity, incompatibility or operational requirements, and the employee
Unreasonably refuses to accept alternative work of employment.
(Kushindwa kufanya kazi, kutofanya kwa usahii au kushindwa kufuata masharti
na mwajiriwa bila sababu ya msingi kukataa kufanya kazi mbadala ya ajira
y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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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olunteer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in given sectors but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experts, who are sent to Tanzania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1부. NGO 등록

development cooperation;

Ⅳ.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탄자니아
관련
기본
협정협정
Ⅳ.
탄자니아간간무상원조
무상원조
관련
기본

concerned authorities: institutions of the Tanzanian Government that have been

appointed as counterparts for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e)

families: spouses and children of dispatched personnel sent to Tanzania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ffice: an overseas offic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Government;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g)

develop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nzania") through

representatives: resident representatives dispatched to Tanzania by KOICA for

the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its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to as the "Programs") in Tanzania;

countries,

(h)

staff: personnel dispatched to Tanzania by KOICA to implement grant aid

programs in Tanzania; and

Have agreed as follows:

(i)

2부. NGO 활동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the executing agency of grant aid of the Korean

dispatched personnel: the experts, volunteers, representatives and staff as

referred to above.
ARTICLE 1: OBJECTIVE
ARTICLE 3: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set forth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1.

2. (a) Further detailed terms and procedures in regard to specific grant aid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forms of grant aid:

(b) Subsidiary arrangements shall make specific references to this Agreement an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unless stipulated otherwise, apply to such subsidiary

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ies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c)

dispatching volunteers to Tanzania;

(d)

providing the Tanzanian Government with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Government") provides to the Government o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
experts: Korean nationals with expertise and skills in given sectors (including

medical personnel) who are sent to Tanzania by the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constructing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rograms;

(f)

coordinating with the concerned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grams; and

(g)

providing the Tanzanian Government with other forms of grant aid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Prior to concluding any arrangements on specific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hold consultations in a spirit of partnership with the Tanzanian Government.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all dispatched personnel sent to Tanzania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respec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anzania
and maintain close contact with the Tanzanian Government.

부록

development cooperation: cooperation, specifically referred to in Article 3,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b)

dispatching experts to Tanzania for consultations and on-the-spot training

(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terms shall apply:

"Tanzanian Government") in the manner

inviting nationals of Tanzania to training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b)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ARTICLE 2: DEFINITIONS

(a)

(a)

programs;

arrangements.
3.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at its own expens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3부. 탄자니아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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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to the utmost possible extent, facilitate the carrying

2.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are not applicable to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f Tanzania.

out of all operations in Tanzania under this Agreement and its subsidiary arrangements.

3.

2.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its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Programs, as provided in Article 3 of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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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with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benefit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provided to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anzania.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anzania,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ARTICLE 7: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Tanzania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

1.

4.

Government upon being delivered from the port of the disembarkation to concerned authorities.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egislation promptly

accord to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ll required permits: identification cards or licenses for
residence,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s or work permit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e Agreement.
5.

2.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3.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replacement, and maintenance within Tanzania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covered by the

ARTICLE 5: OFFICE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ermit KOICA to establish (if not already established)

and maintain an office in its territory and shall allow the representative and staff to discharge
the duties to be assigned to them by KOICA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2.

ARTICLE 8: MONITORING AND EVALUATION
1.

The Parties shall regularly, through mutual consultation, review the progress and result

of the Programs in Tanzania under this Agreement.
2.

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KOICA and the concerned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offic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stipulated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s to this

Any differences or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 PRIVILEGES AND IMMUNI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provide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stipulated in the subsidiary arrangements of this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the Parties.

부록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1.

3부. 탄자니아 소개

Tanzanian Government.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is Agreement.

1.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waive all taxe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tax laws) on goods and services to be used solely for the official work of KOICA
and/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anzania,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6.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anzania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the Tanzanian

2부. NGO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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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The National Council of NGOs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NaCoNGO

prior to its expiration.
3.

1부. NGO 등록

Ⅴ. NGO행동강령 (Code of Conduct)
Ⅴ. NGO행동강령
(Code of Conduct)2)

2)

2.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s of

the Parties.

GOVERNMENT NOTICE No. 363 Published On 5/12/2008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DONE in duplicate at

, on the

(CAP. 56)
day of

, 2014, in the

__________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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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INSTRUMENT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_____________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DE OF CONDUCT

3부. 탄자니아 소개

(Made under section 27)

TABLE OF CONTENTS
1.0 Preamble
2.0 Introduction

5.0 Interpretation
6.0 The code of conduct
7.0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 http://www.tnnc.go.tz/documents/The%20Non%20Governmental%20Organizations%20Code
%20of%20Condu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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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urpose of the Code
4.0 NGOs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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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urpose of the code:

9.0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10.0 Relationships and Networking

3.1

11.0 Code observance

that shall guide the conduct and operations of all NGOs working in Tanzania. The
Code of Conduct shall provide guidance to NGOs toward meeting the challenges of

1.0 Preamble:

sustaining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and the overall improvement of people’s

NOW THEREFORE, the code of conduct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provides this:

2.0 Introduction:
2.1

The NGOs Act No. 24 of 2002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umbrella
organization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known as the National Council

enabling

Promote an open, transparent and enabling environmental of work for all NGOs;

(b)

Promote

and

encourag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operation

Contribute and promote principles and ways of working that endure effective

(d) Establish mechanisms for code observance.

4.0

NGOs Code Values:
4.1 We believe in self determination, ownership, autonomy and empowerment of the NGOs.
4.2 We respect human rights and promote the people voices.
4.3 We believe in equality, equity and equal opportunities.
4.4 We believe in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and autonomy of institutions.
4.5

We values diversity of opin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 debate, and shall

4.6

We shall promot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ur organization, partnerships and

promote these values at all levels.
in society.
4.7 We value quality, excellence creativity, self learning and reflection.
4.8 We believe in principled advocacy for public interest.
4.9 We believe in mutual partnership and relationships.

5.0 Interpretation:
“Act” mean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No. 24 of 2002,

Council of NGOs as that of co-ordination and networking of all Non Governmental

“Board” means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Coordination Board established under

Organizations operating in Mainland Tanzania section 25 (1) (2).

section 6 of the Act.

The Act under section 27 (1)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NGOs Council with the
responsibility to develop and cause to be adopted a code of conduct and such other
regulations which shall facilitate self-regulation of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social behaviour;
“Council” means the National Council for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section 25 of the Act;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means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부록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Act further elaborates the purposes of the National

“Code of Conduct” means a prevailing standard of moral an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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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xistence of NGOs in diversity of the sector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NGOs and other stakeholders, and

AND WHEREAS, NGOs are not homogenous organizations but autonomous free and

AND WHEREAS, the government has a regulatory duty to establish an enabling environment

and

(a)

(c)

about new opportunities, demands and challenges;

and laws on contrary to the norms and expectations of the people.

institutions

of NGOs;

decades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governance and globalization processes have brought

conflicting with each others interest contravening the legal frameworks

participatory

2부. NGO 활동

AND WHEREAS,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ver the past four

each other, with the government donors and the public and shall at times result into

and

3.2 The Code of Conduct intends to:-

livelihoods and better quality of life;

AND WHEREAS, the diversity has greatly impacted on the way NGOs operate relate to

democratic

environmental in which people shall collectively or individually determine their destiny.

WHEREAS, the NGOs operating in Tanzania have a long history of engagement which has

independent entities with equal status regardless of their identity;

The main purpose of this Code of Conduct is to establish core values and principles

1부. NGO 등록

8.0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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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ONGO” means the National Council of NGOs;

(b)

develop reasonable budgets that clearly correspond with its programs and plan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 has the meaning ascribed to it under the Act;

(c)

systematically monitor, evaluate, document and report on the progress of its
programs and plans;

“The National NGOs Councils Ethics Committee” means the Ethics and Advocacy
Committee the Council;

(d)
(e)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 annual incomes, expenditures and

have governing bodies which have clearly defined structur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c)

have written procedures regarding the appointment, responsibilities and terms of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and specify the frequency of meetings, quorum,

(d)

7.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a)
(b)
(c)
(d)

peoples merits, capabilities and is representative of its constituencies;

(e)

take

into

account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for the purpose of sustainability, undertake financial resources sustainability
manage resources in a manner that is prudent and provides value for money,
including where applicable by employing or involving competent personnel;

shall not enter into contracts which undermine sovereignty of the state and
rights of the people.

that

activities;

the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ies for all and that it observes and respects
(g)

programs

(f)

ensure all financial transactions are transparently and fully documented, and that
these documents are preserved for a defined number of years;

6.2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recognize and appreciate multiple levels of

(g)

scrutiny by more than one officer, and where the chief executive or any other

accountability as follows:
downward and upward accountability, to and from the people;

(b)

internal accountability;

(c)

external accountability;

(d)

horizontal accountability;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work to promote appropriate accountability
in all four dimensions and avoid making commitments to any one dimension that shall
compromise its accountability to another dimension. its values, governance structure,
mission objectives

6.4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a)

regularly communicate, in clear and accessible manner and approaches and
progress made in its work (shall share the vision and mission to stakeholders

officer does not have unlimited authority;
(h)

ensure procurement is undertaken in a manner that provides quality at least cost,
avoids favoritism and corruption, is transparent, documented and otherwise
conforms to sound procurement principles;

(i)

maintain a regularly updated assets register in accordance with sound accounting
practice;

(j)
(k)

maintain and manage bank account(s);
Develop and adhere to clear policies regarding payments to staff, volunteers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 and incentives to distort organizational priorities;

(l)

Prepare comprehensive and accurat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sound accounting practice;

(m)

Ensure that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independently audited by registered and
competent auditors; and

부록

6.3

(a)

ensure all substantive expenditures are authorized in a process that inv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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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that the leadership of its organization is elected or appointed based on

develop

sustainability;

volunteers of the organization;
(f)

seek to limit resources used towards fundraising and running costs to a
reasonable level or standard;

develop and adhere to policies that prohibit direct or indirect conflict of interest
by members of the governance structures as well as members, employees and

develop and adhere to clear, well defined and written financial regula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sound financial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be responsive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it serve without compromising its
core values, vision, mission and objectives;

(e)

7.0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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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s.

6.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abide to the following Code of Conduct:(b)

compile and make available to stakeholders an annual report that shall state the
governing structures; the main achievement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in

6.0 The Code of Conduct:

be answerable to its constituencies and work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conduct periodic independent evaluations that shall examine, among other
aspects, the quality of results, effectiveness and impact of its work; and

“Sector” means the NGO sector.

(a)

1부. NGO 등록

and new members as often as possible);

established outside mainland Tanzania;

144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Exercise zero tolerance on corruption and other form of substantive misuse of
funds, and take effective actions to hold persons or institutions responsible
accountable.

8.0 Human Resources
8.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develop and adhere to clear, well defined,
written human resource an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procedures, consistent with the
laws of Tanzania
conflict of interest, nepotism, favoritism, corruption and ensure an environment where
mutual respect and human dignity is fostered.

8.3: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romote and practice fairness and
non-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n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promote
diversity and gender balance in staff composition.

8.4: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its employment policies and
procedures foster the utilization of the local capacity without compromising the quality
of services and interventions.

8:5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have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for
staff, members and leaders to ensure existing potentials are fully developed and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clear disciplinary and grievance
procedures.

8:7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foster and promote the capacities of

8.8

International NGOs shall foster and promote the capacities of national or local NGOs,

8.9

National level NGOs shall collaborate with grassroots NGOs, in instances where they

national or local NGOs, rather than implementation at grassroots level.
rather than implementation at grassroots level.
have to do work at the grassroots level.

9.0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9.1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there is effective Management
stakeholders shall be informed of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outcomes and vice
versa.

9.2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nurture the practice of sharing information
within its constituencies and networks in order to facilitate learning of lessons,
reduction of duplication of activities and increase efficient use of resources.

9.3

Each Non Government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 data base which shall have basic
information on all NGOs operating in the country.

10.0 Relationships and Networking:
10.1 NACONGO shall promote and ensure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nd other stakeholders at all levels.
10.2 NGOs representatives who will represent the Tanzanian NGOs sector in any forum
within or outside Tanzania shall be required to get the blessings of the Council and
thereafter provide feed back to the Council.

11.0 Code Observance:
11:1 There shall be three levels to manage the Code of Conduct, which are the district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11:2 The NGOs shall, individually and/or collectively, be
responsible for assessing and monitoring their performance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of Conduct.
11.3 The National NGOs Council, through its Ethics Committee shall provide advice,
recommendation or compliments to respective NGOs or Network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assessments. Where necessary the Council shall have sound warning
signals to NGOs not showing indicators of good performance to the Code of Conduct.
The outcomes of the assessme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ir members and
relevant stakeholders at all levels.
11.4 The National NGOs Council, through its ethics Committee at regional and district
levels or commission its powers to other existing agents, NGOs networks and
coalitions to coordinate and supervise observance of this Code of Conduct. Council
members at regional and district levels shall be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s.
11.5 The Regional and District Ethics Committees shall on a quarterly basis inform the
Council’s Ethics Committee at national level on NGOs observance of this Code. The
Council’s Ethics Committee shall produce a quarterly report which shall be shared
among all relevant stakeholders.
11.6 The existing NGOs networks shall ensure that their constituencies adhere to this code
of conduct.
11.7 The NGOs a member of an NGO involved in a conflict regarding observance of this
Code of Conduct shall appeal to regional and district NGOs Ethics Committees. The
Committee, to which the complaint has been sent, shall carefully review the case
using its procedures and provide advice, guidance and recommendation to the
responsible parties.
11.8 The National NGOs Council through its Ethics Committee shall be last reference point
in a conflict with regard to the observance of this Code of Conduct.

부록

and Information System (MIS) which provides frameworks and guidelines of how

(through district, regional committees 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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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d.
8.6:

Council members shall collect information from, and disseminate it to different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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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ac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shall promote and enforce clear policies to avoid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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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d serious offences to jeopardize the life of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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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n case where defaulters, individuals or institutions, to the code of conduct have

Ⅵ. 양식
양식
Ⅵ.
1. NGO 등록 신청서

organization or the public such as rights, corruption, theft, or embezzlement of

NGO A – Form No. 1

resources, immediate legal procedures and actions shall come into effect.
11.10 The National NGOs Council’s Ethics Committee shall formulate rules that shall enable
operationalisation and observance of this Code.
11.11:

This

Code

of

Conduct

shall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NGOs and the resolutions of National Council of NGOs

…………..2008

MARGARET SIMWANZA SITTA,
Minis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Gender and Children

APPLICATION FOR A REGISTRATION AS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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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 es Salaam,

Made Under section 12(1) of Act No.24 of 2002

Hereby make an application to be registered as a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pursuant to
section 11 of the Act. I/We apply to be by the name of
……………………………………………………………………………………………………………………… and

3부. 탄자니아 소개

To the Director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We …………………………………………………………………………………………………………………
……………………………………………………………………………………………………………… of
P.O. Box ……………………………………………………………………………………………………
Physical Location of Head Office ……………………………………………………………………………
…………………………………………………………………………………………………………………………

shall operate within the area of
……………………………………………………………………………………………………………………………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is
……………………………………………………………………………………………………………………………
……………………………………………………………………………………………………………………………
Attached herewith is a copy of:Certificate of incorporation(For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Founder members
constitution/memorandum
personal particulars of office bearers (CV)
Others (specify if any) …………………………………………………………………………………………

I/We humbly so submit
Name: ……………………………………… Signature: ………………………
Name:………………………………………… Signature: ………………………

부록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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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 901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3. For self-employed applicants (state specifically the type of business to be carried out)
……………………………………………………………………………………………………………………
……………………………………………………………………………………………………………………
……………………………………………………………………………………………………………………

1부. NGO 등록

2. 노동비자 신청서

14. Place of Work in Tanzania: Region ………… District ………………………
Street ……………… Plot No …………………………… House No ………………………………

photo

16. Particulars of any previous application for work permit in Tanzania whether granted / refused
……………………………………………………………………………………………………………………

(Made under section10 (2) of The Non-Citizens (Employment Regulation)

DECLARATION

Act No 1/2015)

I ………………………………………………………………… THE APPLICANT, HEREBY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STATED HERE IN ABOVE IS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Date ……………………………… Signature of Applicant ……………………………………………

PART I-PARTICULARS OF APPLICANT
I HEREBY APPLY FOR FIRST GRANT/RENEWAL OF WORK PERMIT CLASS ……………

2부. NGO 활동

APPLICATION FOR WORK PERMIT

15. Criminal record if any ……………………………………………………………………………………

PART II- PARTICULARS OF EMPLOYER
17. Name of Employer ……………………………………………………………………………………………

1. Full name : First Name………… Middle Name(s)……………… Surname…………………………

3. Home Address ……………………………………………………………………………………………………
4. Date of Birth ……………………………………………………………………………………………………
5. Place of Birth ……………………………………………………………………………………………………
6. Nationality …………………………………………………………………………………………………………
7. Passport Number ……………… Date of issue …………………… Place of issue ……………………
Expiry ……………………………………
8. Address while in Tanzania ……………………………………………………………………………………

18. Physical address ………………………………………… Region …………………………………………
District ……………… street …………………… Plot No………… House No.…………………………
19. Nature of Industry ………………………………………… Region ………………………………………
20. Total number of employees
(a) Citizens……………………… Skilled …………………… Unskilled……………………
(b) Non-Citizens ……………… Skilled …………………… Unskilled……………………
Date ………… Signature and Official Stamp of Employer ………………………………

3부. 탄자니아 소개

2. Marital Status ……………………………………………………………………………………………………

PART III- FOR OFFICIAL USE ONLY
21. Decision of the Labour Commissioner
……………………………………………………………………………………………………………………
……………………………………………………………………………………………………………………
22. Date …………… Signature of the Labour Commissioner…………………………………

9. Academic qualifications held …………………………………………………………………………………

11. Job title …………………………………………………………………………………………………………
12. Job Description (Give a brief descriptions of duties in relation to this post)
……………………………………………………………………………………………………………………
……………………………………………………………………………………………………………………
……………………………………………………………………………………………………………………

부록

10. Experience/Ski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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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 I

10. Profession/Occupation/for self employed applicants sate specifically what type of business you
are carrying on ………………………………………………………………………………………………………
11. (a) Place of attended Residence in Tanzania Region………………………………………………
District……………… ares ………………street …………… Plot No./House No. …………

1부. NGO 등록

3. 거주비자 신청서

(b) Place of Work in Tanzania …………………………………………Region……………………
District ………………………………………………………………………………………………………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Dossier Number ……………….

13. Particulars of any previous application for a residence permit to Tanzania stating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granted or refused……………………………………………………
DECLARATION

APPLICATION FOR FIRST GRANT/RENEWAL OF RESIDENCE PERMIT CLASS A/B/C
(THE IMMIGRATION ACT, 1995)
IMPORTANT :

14. I…………………………………………………………THE
THAT THE
AFOREGOING ARE CORRECT IN EVERY DETAIL.

APPLICANT,

HEREBY

2부. NGO 활동

12. Applications for Residence Permit will be required to execute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General Security Covenant
Bank Bond (U$ 1,000)
Cash Deposit (U$ 1,000)

DECLARE

Date ………………………………………………… Signature of Applicant …………………………………
PART II-PARTICULARS OF ACCOMPANYING FAMILIES
To be completed only by applicants who their non Tanzanian wives and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to reside with them in Tanzania.

Five photographics should be attached to application forms.
PART

1-PARTICULARS OF APPLICANT

Full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Date of Birth
……………………………………………………………………………………………………………………………
……………………………………………………………………………………………………………………………

I HEREBY APPLY FOR FIRST GRANT/RENEWAL OF RESIDENCE PERMIT CLASS …
…………
1. Full name MR./MRS./MISS……………………………………………………………………………………
2. Marital Status ……………………………………………………………………………………………………
3. Home Address ……………………………………………………………………………………………………
4. Address while in Tanzania ……………………………………………………………………………………

7. Passport number………………………….Date of issue……………………Place of issue………………

……………………………………………………………………………………………………………………………
PART III-EMPLOYMENT INFORMATION-(To be completed by Employer if Applicant seeks to
take up or continue with specific employment in Tanzania).
NOTE: It is The Government’s policy that the economy of Tanzania should be manned by
trained and competent citizens. Residence Permit (or renewal therefore) for employment in
Tanzania are issued to non-citizens with skills not available at present in Tanzania labour market
only on the understanding that effective training programmes in service or other wise are
undertaken with a specified period to produce trained citizens competent to replace them.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 appointment Bureau of Ministry of Labour and Main power
Development. Dar es Salaam.

8. Height………………….colour of Eyes………………………………………Colour of hair………………
9. Academic qualifications heid…………………………………Photocopies of Certificates or other
proof should be attached.

15. Name of Employer …………………………………………………………………………………………
16. Industry…………………………………………………………………………………………………………

부록

5. Place of Birth ………………………………………………………………… date of Birth ………………
6. Nationality …………………………………………………………………………………………………………

3부. 탄자니아 소개

Application for Residence Permits Class A and C should be forwarded to the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P.O.Box 512, Dar es Salaam. Applications for Class B (employees) should
be forwarded to the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through the Labour Commissioner,
P.O.Box. 9014, Dar es Sal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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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4. 연간보고서
17. Total number of your employees.
Citizen …………………………… (a) Skilled…………………………… (b) Unskilled………………
Non Citizen……………………… (a) Skilled…………………………… (b) Unskilled………………
NGOA Form No. 10

18. Job title …………………………………………………………………………………………………………
19. Job Description (Give a brief descriptions of what an individual holding this Post is required
to do in your understanding ………………………………………………………………………………………

21. What efforts have you made to obtain job for the citizen?
22. Do you presently operate a schemes of in-service training or participate in any Government
sponsored scheme of education programmes operated by an approved higher education/technical
Institution to get a
Tanzania for the post ………………………………………………………………………………………………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______________________

2부. NGO 활동

20. Experience and other requirements (state estimated minimum period needed for a newly
qualified worker to perform independently upon completion of the necessary trained e.g.
“immediately after one year close supervision etc”

……………………………………………………………………………………………………………………………
FORM OF ANNUAL REPORT OF NGOs

……………………………………………………………………………………………………………………………

Incorporated under the NGOs Act No. 24/2002 (Section 29 and 38) MISCELLANEOUS
PROVISIONS
The NGOs Act No. 24/2002 as Amended
(Section 29 and 38)

(a)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submit return on Employment of Non-Citizens (TIF 19 to the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before 31stMarch Yearly.
(b) State when you lastly submitted your Returns on Employment of Non-Citizens to this office.
Dae ………………………………………………… 20………………………………………………………
Signature of Employer with official stamp
PART IV-(FOR OFFICIAL USE ONLY):
24. Comments for the Ministry of Labour and Manpower Development ……………………
…………………………………………………………………………………………………………………
…………………………………………………………………………………………………………………
Date………………20…………………

………………………………………………………
Labour Commissioner

Telephone number (s)
Email Address
.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as follows (List all Legal Members. Use extra piece of paper
if needed):
SN
.
1

…………………………………………………………………………………………………………………

2

…………………………………………………………………………………………………………………

3

Date ……………………………………

………………………………………………………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______
KPU

4
5
6

First and family
Name

Positi
on

Sex

Age

Nationality

Year of
Admission

부록

25. Action by Immigration Division …………………………………………………………………

Annual Return / Report of ..NGO which was registered on . Day of , year .. and was issued a
certificate No The said annual report was made up on the Day of , year .. being the day after
the date of annual general meeting or extra ordinary meeting held on day of . year . The report
covers the period that ended 31stDecember, year.,...
The physical and postal address of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NGO is as follows:

3부. 탄자니아 소개

23. IMPORTANT TO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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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N.

9

First and
Surname

Gender
/ Sex

Age

Nationality

10
11
12

Target # 2
Target # 3
Target # 4
(In case you have more than four targets, please attach an extra page to describe them in
similar format)
Achievements (Describe achievements made for each target showing beneficiaries in terms of
number, gender and/geographical location etc.)
Achievement # 1

Year
Assumed
Office

Address (Mail
and
Telephone )

1
2
3

2부. NGO 활동

SUMMARY OF ACTIVITIE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Priority Sector or thematic area (e.g. agriculture or gender)
Targets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ype of planned interventions, target population in terms of
number, gender and/or geographical location etc.)
Target # 1

Title ( Also state
whether is an employee
or volunteer in brackets)

4
5
6
7
8
9
10
Note: List all Office Bearers in your Organization and in case the space is not enough please
use extra paper

Achievement # 3

Employment Particulars
Gender/Sex

Challenges (explain challenges faced by the organization if any, their effect to the organization
and how the NGO has overcome) .
(Please note that you can include extra page if space provided is not enough)

Male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if Any ( Describe the best practice from your interventions
and achievements such as improvement of women s livelihood. You can also refer to the
guidelines for filling and filing this form)

Total

Last AGM was held on

Local
Employees

Foreign
Employees

Local
Volunteers

Foreign
Volunteers

Female

3부. 탄자니아 소개

Achievement # 2

Achievement # 4

1부. NGO 등록

OFFICE BEARERS AND EMPLOYMENT PARTICULARS
Particulars of Office Bearers

7

SUMMARY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Revenues / Incom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Period ended
Sources of Revenues/ Income
Amount
Tax

carried forward from previous financial year

Relief

Subsidies

from Government

Members

fees and Contributions

Economic

investment (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User

fees

Community

and Public Support

in TZS

부록

Amount

156 NGO 길라잡이-탄자니아

Granting Organizations ( Local

Corporate
Grand
Any

1부. NGO 등록

Local

157

Faundations)

Social Responsibility ( Private Sector support )
from Foreign Development Partners

other ( Specify)

Total

Administrative

Costs

Total Expenditure
Balance
Signature:
Name:
Title (State whether Secretary, Director, Chairperson or other )
Place and Date:

Dully filled NGO A- Form No 10 shall be submitted to the Registra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the following attachments:
Attachment # 1: A copy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 of NGO
Where the Organization is NGO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 of the NGOs Act No. 24 of
2002 ( As amended) this Return must include a written copy Certified by chairperson or

Financial Statement
It should be

in Swahili

or English language and if it is in other language than English or

Swahili there must also be annexed to a translation in English or Swahili certified in prescribed
manner to be correct translation
Signature:
Name:
Title ( State whether Director, Secretary , Chairperson or other)
Date
Attachment #4: A copy of Registration or Compliance Certificate
Signature:
Name:
Title ( State whether Director, Secretary , Chairperson or other)
Date

3부. 탄자니아 소개

ATTACHMENTS TO NGOA- FORM NO.10

Attachment # 3: A copy of resolution by Annual General Assembly Approving the Report and

2부. NGO 활동

Expenditur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Period Ended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s for filling and filing this form on the definition of direct program
costs and administrative costs)
Type of Expenditure
Amount in TZS
Direct Program Costs

Secretary or Director to be true copy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including every
document required by the law to be annexed thereto), if Financial Statement is in foreign
language other English, there must also be annexed to a translation in English or Swahili
certified in prescribed manner to be correct translation.
Signature:

It should be

in Swahili

language or English and if it is in other language than English and

Swahili there must also be annexed to a translation in English or Swahili certified in prescribed
manner to be correct translation
Signature:
Name
Title ( State Whether Director, Secretary, Chairperson or other)
Date
.

부록

Name:
Title (State whether Director, Secretary, Chairperson or other)
Date:
Attachment #2: A copy of detailed Activ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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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e humbly so submit

NGO A - Form No. 3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COMPLIANCE

Signature:…………………………………

Name: ………………………………………

Signature:…………………………………

2부. NGO 활동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Name: ………………………………………

1부. NGO 등록

5. 적합성인증 신청서

Made Under section 12(1) of Act No.24 of 2002

To the Director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We
……………………………………………………………………………………………………………………………
of P.O. Box
……………………………………………………………………………………………………………………………
Physical Location of Head Office ……………………………………………………………………………
……………………………………………………………………………………………………………………………
Hereby make an application to be registered as a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pursuant to

3부. 탄자니아 소개

……………………………………………………………………………………………………………………………

section 11 of the Act. I/We apply to be by the name of
……………………………………………………………………………………………………………………………
and shall operate within the area of
……………………………………………………………………………………………………………………………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is
……………………………………………………………………………………………………………………………
Attached herewith is a copy of: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 Founder members
c) constitution/memorandum
d) personal particulars of office bearers (CV)
e) Others (specify if any) ……………………………………………………………………

부록

……………………………………………………………………………………………………………………………

탄자니아 NGO 길라잡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 (가나다 순)
김나라 (월드쉐어)
김윤경 (Tanzania Presbyteran Community)
김태균 (NOW LIMITED)
김현석 (CTSI)
유 연 (전 KCOC 케냐 코디네이터)
이귀운 (국제아동돕기연합)
이동선 (써빙프렌즈)
허남운 (굿네이버스)
PENDO EPIPHAN (Good Neighbors Tanzania)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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