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
야 한다.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
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2) 통관의 종류

ㅇ 약식통관: 해당사항 없음.
ㅇ 정식통관: 일반적인 통관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① 물품도착 – 수입허가증 및 라이선스 확인
② 수입신고 - 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③ 관세납부 - 신고서 처리, 관세납부
④ 물품검사 및 반출 - 검사대상물품 검사, 물품 반출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금은 은행 간 지로망을 통해 전자적으
로 결제된다. 세관은 반출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ㅇ 우편통관: 우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4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술, 담배)의 경우는 별도 검사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관을 방문
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자료 없음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DHL Global Mail(Singapore) Pte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80 ALPS Ave #03-07 Singapore 498792
+65 6883 0771
ask_Lisa@dhl.com
https://www.logistics.dhl/sg-en/home.html

ㅇ TNT Express Worldwide (S) Pte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 Changi South Lane, 01-01 C&P Changi Districentre, Singapore 486045
+65 1800 214 1111
investor.relations@tnt.com
https://www.tnt.com/express/en_sg/site/shipping-

홈페이지

tools/mytnttwo.html?gclid=Cj0KCQiAoo7gBRDuARIsANeJKUaNUoUcdm8yWNBb1ESJDoLVN9Ll
GpQJgEHNnD0LQhzxlYOf-lsy1S8aAsUSEALw_wcB

ㅇ United Parcel Service Singapore Pte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Changi South Avenue 2, Singapore 486064
+65 1800 738 3388
custsvcsgen@ups.com
https://www.ups.com/sg/en/help-center/contact.page?WT.svl=Footer

ㅇ Aramex International Logistics Private Ltd
주소
전화번호

2 Changi North Street 1, #02-01 Gand Venture Technology Building, Singapore 498828
+65 6543 0300

이메일

SINExporess@aramex.com

홈페이지

https://www.aramex.com/

ㅇ S.F. Express (S) Pte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 Park Road, #01-83 People's Park Complex, Singapore 059108
1800 311 1111
sin_sales@sf-express.com
http://www.sf-express.com/sg/en/

ㅇ Singapore Post Limite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10 Eunos Rd 8 Singapore Post Centre, Singapore 408600
+65 6222 5777
singpost@singpost.com

홈페이지

http://www.singpost.com

ㅇ D'Trans Pte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33 Ubi Ave 3 #04-34 Vertex Singapore 408868
+65 6841 6266
sales@dtrans.com.sg
http://www.dtrans.com.sg
<자료원 : 각 회사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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