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탄자니아표준청(TBS)은 2012년 2월부터 새로운 선적 전 수하물 검사(PVoC : 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개정하였다. 탄자니아 내 부적합 품목의 유입 방지를 위해 탄자니아로 선적되는 제품에 대해 탄자니아 품질 규
격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ㅇ 대상 품목
- Toys and sports
- Electrical and electronics
- Automotive
- Chemical products
- Mechanical material and gas appliances
- Paper and stationary
- Furniture(Wood &metal articles)
- Safety(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Food and food products
- Used products

ㅇ 기준 : Tanzania Standard(TZS), EAC Standards(EAS), International Standards(ISO, IEC, Codex Alimentarius UN ECE) 혹은
National Standard, Manufacturer specification

ㅇ 절차
① VOC 검사 의뢰 접수

② 필요 서류 제출
- Conformity documents
* ISO 인증서, Third part certificate/test report, HS code
- Request for Certification(검사신청서)
- Shipping documents
- Proforma Invoice 혹은 L/C copy(L/C 거래일 경우)
-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필요 시)

③ 서류 심사
- 제품의 Conformity documents 및 원산지 확인 서류와 실 선적 제품 일치 여부

④ 검사비 지불 및 선적 전 검사
- 검사비용은 제품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FOB Value의 0.25~0.50%
* 선적 화물(shipment)당 최소 250달러~최대 5,000달러

⑤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
- 필요 서류 : Fina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Original BL 사본, Original CO(Certificate of Origin) 사본

ㅇ 문의처: Bureau Veritas Korea
- Website : www.bureauveritas.co.kr
- TEL : +82-2-555-8751
- E-mail : kyeonghee.lee@kr.bureauveritas.com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회사(CFA : Licensed Clearing and Forwarding Agent)를 통해 통관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전에 탄
자니아세관통합시스템(TANCIS : Tanzania Customs Integrated System)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인보이스
ㅇ 통관회사 지정레터(수입자 작성)
ㅇ 수입허가서류(TFDA, TBS 등)
ㅇ 면세증명서류(가능 시)
ㅇ 패킹리스트
ㅇ 운송장(BL, Airway Bill 등)
ㅇ 원산지 증명서
ㅇ 적합성 인증서

다음 품목은 선적전 검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하다.

ㅇ 가정용 및 개인 자산
ㅇ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물품
ㅇ 탄자니아가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 전달되는 물품
ㅇ 교육기관, 종교단체, 자선기관, NGO에서 사용되기 위한 물품
ㅇ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물품으로 2,000달러가 넘지 않는 물품

항(Port)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청구된다.

ㅇ 항 사용료(Port Wharfage) : CIF 가격의 1.6%
ㅇ 선하증권(Shore handiling) : 20피트 컨테이너(90달러), 40피트 컨테이너(135달러)
ㅇ 세관 인증(Customs Vertification) : 20피트 컨테이너(180달러), 40피트 컨테이너(360달러)
ㅇ 세관 창고 이용료 : 14일 무료, 이후 20피트 컨테이너(12.5달러), 40 피트 컨테이너 (25달러)
ㅇ 도로 발전료 : CIF 가격의 1.5%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Trinity Logistics (T) Limited
주소
전화번호

P.O. BOX 33292, Dar es Salaam
+255-689-498-350

이메일

trinitytanzania@gmail.com

ㅇ EM Clearing &Forwarding Ltd.
주소
전화번호

Plot Number 336/31, P.O. BOX 76540, Dar es Salaam
+255-713/754/784-767-644

ㅇ Scanland Shipping Consultation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th Floor, Dar Ceramica Building, P.O. BOX 21548, Dar es Salaam
+255-714-143-487
info@sscltz.com
<자료원 : TANTRADE>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