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개황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뜻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먼
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출 제품은
세관의 수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 통관절차는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
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칭한다.

2) 일반 통관 절차

스페인으로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해 현지 도착 시 통관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C/l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품목별 현지에서 요구되는 제품 수출 인증서를 준비해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해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
상 7~10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 업무 처리가 가능
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전시 물품 통관

스페인은 한국과 같이 ATA 협약국으로, 스페인 내 전시회용 샘플 임시통관 시 "ATA 카르네"를 사용해 부가적인 통관서류나 관세, 부가
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임시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단, ATA 카르네는 현지 전시회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
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회 기간 중 바이어 또는 일반인에게 배포 또는 판매될 제품의 경우에는 ATA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액물품 통관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해당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다. 또한,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세관 검사에 걸린 우편물에 대해 통관 서
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관세 또는 부가세 청구 대상 우편물은 내용물의 값
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샘플의 경우 인보이스에 반드시 샘플이라고 적고 가격(Value)에는 45유로 미만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카탈로그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
탈로그라고 작성 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류는 제품 송부 시 반드시 수입자에게 미리 전달해주어야 한다.
최근 재정적자로 세수가 줄면서 스페인 세관의 통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종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반 우편(EMS)발송을
통한 샘플 및 카탈로그 등도 세관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
를 첨부해 보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다. 세관 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통관, 관련 경비 납부
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TIBA INTERNACIONAL S.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C/ Jose Aguirre 40, planta 7; 46011, Valencia, Spain
+34 963 984 111
mad-web@tibagroup.com
https://www.tibagroup.com/es/
다국적기업으로 국제물류운송 및 통관 전문

ㅇ LOGWIN AIR and OCEAN SPAIN S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Av Sur del Aeropuerto de Barajas, 28, 28042 Madrid, Spain
+34 917 48 14 81
spain@logwin-logistics.com
https://www.logwin-logistics.com
다국적기업으로 국제물류운송 서비스 전문

ㅇ NADAL FORWARDING, S.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Carrer 113, 4-8 - Pol Pratenc - 08820 EL PRAT DE LLOBREGAT - BARCELONA, SPAIN
+34 936 00 02 00
recepcion@tvs-asianics.com
http://www.es.nadal-forwarding.com
포워딩 전문 스페인 기업

ㅇ Taan Comerc, S.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Zona Aeroport , s/n Terminal de Carga 08820, El Prat de Llobregat Barcelona, Spain
+34 93 298 44 36
taancomerc@taancomerc.com
https://www.taancomercsl.com/es/
포워딩 및 통관 전문 업체

ㅇ Pantos Logistics Spain S.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Calle Miguel Yuste, 29, 28037 Madrid, Spain
+34 91 375 90 36
felipe.colomer@pantos.com
http://www.pantos.com
한국계 포워딩 업체.

ㅇ Noatum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Paseo Zona Franca 111 Torre Auditori, Barcelona, 08038, Barcelona, Spain
+34 932 982 255

이메일

grupomarmedsa@marmedsa.com

홈페이지

https://www.noatumlogistics.com/

비고

스페인 계 로지스틱, 포워딩, 통관 전문 기업

ㅇ Agility Spain S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Calle de Rumania 7, Coslada, 28821, Madrid, Spain
+34 913 432 100
spain@agilitylogistic.com

홈페이지

https://www.agility.com/en/homepage/

비고

네덜란드계 로지스틱, 포워딩, 통관 전문 기업

ㅇ Cotrans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Calle de Méndez lvaro, 84, 28053 Madrid, Spain
+34 917 460 680
cotransa@cotransa.com
https://www.cotransa.com/
스페인계 포워딩, 통관, 로지스틱 전문 기업
<자료원 : 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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