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
2018년 3월 현재

휴대품
술

통관기준

비 고

•와인 3병(총량 1L 이내), 술 1병(총량 1L 이내)

담배

•담배 400개비(2보루), 시가 125개비 또는 500g의
궐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500g 이하의 개인 보석품
•상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을 의류(필요시 구매 영수증
제출)
•개와 고양이(건강증빙서류 제출 필요)
•카메라 2대
•비디오카메라 1대
•휴대용 TV 수신기 1대
•휴대용 라디오 1대
•카세트 녹음기 1대
•휴대용 축음기 1대
•악기 1대
•쌍안경 1대
•캠핑 및 스포츠 장비 : 텐트 1개, 낚시도구 일체
1세트, 모터 없는 자전거 1대, 5.5미터 이하 오락용
소형 모터보트 1대, 테니스 라켓 2개 및 기타 유사
물건(*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세관 요원 판단에
따름)
•휴대용 일상 물품(다리미, 의료용전자제품, 화장실
물품, 여행담요 등)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세관
요원 판단에 따름)
•어린이용 장난감 : 장난감 및 비디오게임 콘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세관 요원 판단에 따름)
•휴대용 개인 물품(필요시 구매 영수증 제출)
•CEMAC 국가(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적도기니)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자 및 관광객은
휴대반입ㆍ출시 1,000,000 CFA (약 1,800 미불)
이상은 의무 신고 대상

입국 시
1,000,000 CFA
(약 1,800 미불)를
초과하는 물품
소유 시 세관신고
필요.

외국환신고

•외국환 현금의 휴대반입ㆍ출시 최대한도
- 관광객 4,000,000 CFA (약 7,200 미불)
- 어린이(10세미만) 2,000,000 CFA
(약 3,600미불)
- 사업자 10,000,000 CFA (약 18,000 미불)
- 학업, 연수생 5,000,000 CFA (약 9,000 미불)
- 의료여행자 5,000,000 CFA (약 9,000 미불)
(*초과금액은 관련 증명서 제출)
- 공무원 및 정부요원(공식 출장 시) 4,000,000
CFA (약 7,200 미불)
- 기타 : 4,000,000 CFA (약 7,200 미불)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전시 참관, 전시 진행, 세미나
및 국제 미팅 참석 등)
- 방문목적별 증명서류 지참 필요

CEMAC 회원국
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여행 시 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
이 CEMAC 공동
화폐 CAF 무제한
소지가능

정식 인가 환전소
에서 1,000,000
CFA 상당 외국환
을 CFA로 환전
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시 외국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적발되면 초과 총액의 20% 벌금
부과
금액에 대한 출처 증명을 요구하고 벌금 부과

의약품

•치료중인 경우에만 의약품 소지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소지 약품이 대량일 경우)해야 함

식품

•국제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식품도 출발
국가 당국에 의한 안전 승인서가 있어야 함

반입불허품목

기타 유의사항

•무기류, 마약류, 코끼리 상아 등 위험 물품 외 다수

-

※ 위 통관정보는 수시 변경 가능하므로, 출발 전 최신 정보 확인 요망

마약류 적발 시
즉각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