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방식

ㅇ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 후 즉시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
ㅇ 간이 검사절차를 밟은 후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

2) 통관 절차

ㅇ 수입신고 → 물품검사 → 관세 및 부가세 등 납부 → 물품 반입
ㅇ 항만 검사는 항만 담당 세관이 물품과 서류를 대조, 이상 없이 도착했는지 체크
ㅇ 최근 정부에서 세관별로 세수입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세관은 세수입 실적
을 늘리기 위해 불합리한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고,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 요망

3) 수입 신고

ㅇ 수입 신고는 보통 운송업체가 화물 수취인의 위임을 받아 실시
ㅇ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필요
-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필요 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
- 우대관세율 적용대상국일 경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4) 세관

ㅇ 인보이스 등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5) 물품 검사

ㅇ 보통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ㅇ 플랜트 설비 등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검사함.
ㅇ 물품의 검사 결과 수량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사를 담당한 세관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화물 수취인의 확인을 받음
.

통관 시 유의사항
우크라이나 세관은 원본 서류만 인정되며,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자의 도장과 서명 필수이다. 공항 도착 시 세관과 국경세관에서도
세관 도장을 찍은 원본 서류만 인정된다. 화물 Specification에 따라 HS Code로 구분되며, HS Code에 따라 각종 통관 필요 서류를 확인
해야 한다. Post audit 이후 세관법에 따라 Commercial Invoice의 단가를 인정해야 되나 아직까지 단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세관 기록
에 같은 물건이 높은 단가로 통관된 기록이 있으면 단가 인하가 어렵다. 또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수입상 별로 class 분류해 class A(수입
량이 많은 회사)는 대부분 Commercial Invoice상의 단가를 인정을 하나, 그 외 업체는 단가 검사 부분에 세관에서 단가를 높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DH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Mykoly Hrinchenka St, 4Б, Kiev, Kyiv city, 03680
+380 44 200 3900
dhldirectsales@dhl.com
https://www.logistics.dhl/

ㅇ Kuehne &Nage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Harmatna St, 4, Kyiv, 03067
+380 44 490 3232
carrier.services@chrobinson.com
https://ua.kuehne-nagel.com/uk_ua/

ㅇ DB Schenker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Kompressornaya St, 3, Kyiv-Svyatoshinsky district, village of Belogorodka, Kyiv, 08140
+380 44 500 1100
info.ua@dbschenker.com
https://www.dbschenker.com/ua-ru/

ㅇ Brokbridge LLC(현지 업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rospekt Obolonsky 35, 2nd floor, office 221
+380 44 209 1007
alex@brokbridge.com
https://brokbridge.com/

ㅇ Topcargo
주소
전화번호

19а, Dniprovska Embankment, Kyiv, 02000
+380 44 391 1178

이메일
홈페이지

sales13@topcargo.com.ua
https://topcargo.ua/

ㅇ Defy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BC "VESTA" · street. V. Khvoika, 21, Kyiv, 03038
+380 95 645 7546
info@defy-logistics.com.ua
http://defy-logistics.co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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