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수출입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록을 해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고, 다음으로 세관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납세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http://www.ird.gov.lk/en/Downloads/SitePages/Forms.aspx?menuid=1603)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 부서는 콜롬보 항의 해상화물과 콜롬보국제공항(Bandaranaike International Airport)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된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기타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품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 전에 허가 및 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세관은 특정 수입화물의
반출에 앞서 수입허가품목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Department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내 차(tea)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리랑카 차 위원회(The Ceylon Tea Board)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관련 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Exchange Document,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다.

통과 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돼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 제도도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은 상품 코드의 약칭으로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공
인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101개의 기관이 가입돼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 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
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기타 일반수입품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통관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이삿짐, 샘플 등 소량을 해상 운송 시 세관통관(Custom’s
Clearance)은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아닌 관세사가 있는 세관에 등록된 운송업체가 해야 한다. 아울러 Demurrage 비용(수입품의 정박
초과료)이 일수에 따라 아주 급격한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마찰로 인해 통관검사가 늦어져 과다한 정박 초과료가 발생하
곤 한다. 이 정박 초과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분쟁 거리가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특히 BOI 관리기업들 중 BOI가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
온 상태에서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해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은 통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EMS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령 주소지까지 현지 EMS 업체에서 배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관상의 필요성으

로 인해 물품이 다소 클 경우에는 EMS 픽업센터로 직접 가서 세관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하에 통관을 시키고(필요 시 관세 지불)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들이 있다.

ㅇ 통관에 대한 FAQ 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lk/import/home

ㅇ 기타 문의사항은:
Sri Lanka Customs
Information Center
+94 1121434343
8.00am to 4.30 pm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Lanka Shipping &Logistics (Pvt)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Lanka Shipping Tower, 99, St. Michael's Road, Colombo 3, Sri Lanka
+94 11 468 1700
patali@lankaship.lk
http://www.lankaship.lk

ㅇ Cargo Boat Company Limite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66 Vivekananda Hill, Colombo 0013, Sri Lanka
+94 11 742 2240(-2)
inam@cargo-boat.com
http://www.cargo-bo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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