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세관에 직접 관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우편통관은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약
식통관 대상이다.

2) 정식통관

1,0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상업
송장, 선하증권, 보험증명, 포장명세서, 수입신고서(Declaracion Jurada) 등이 있다. 이 서류를 입항 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 세관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한 후 최종 수입 통관을 승인한다. 세관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세관으로부터 랜덤 혹은 일정 비율의 검사 품목으로 지정 통보를 받으면 별도 세관 검사장소로 화물을 이동하여 전
수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일반 관세 6%)와 수입 부가세(19%)를 납부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일부 품
목은 추가세(금, 은, 상아, 귀금속, 모피, 화약품, 주류, 담배 등)가 부과되오니 유의해야 한다.
단, 수입물품이 수입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지시한 경로에 따라 통관 및 판매에 대한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
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세관에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내고, 수입 통관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3) 임시통관

임시통관은 박람회, 콘서트 등 각종 행사에 쓰이는 물건 및 외교관의 중고차량 수입 등에 적용된다. 임시통관 상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통
관사가 세관에 요청해 해당 물품의 반입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비용은 해당 물품이 칠레에 반입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자는 해
당 물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칠레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수입 신고 서류 작성 시 수입된 컨테이너 안에 신고된 서류와 다른 화물을 운송하거나 서류와 실제 화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벌금
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주요 화물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화물이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
물 컨테이너 내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운송하거나, 수입신고 서류와 실제 수입된 화물의 수량이 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통관을 위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HS Code(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품은 HS Code 8자리에서 관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FTA 협정 체결 국가별 협정 내용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칠레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고, 서명 시에
는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히 청색 펜을 사용해야 한다.

ㅇ 칠레에 화물이 도착한 후에 반출까지는 최소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수입규제 품목의 경우 검사를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점을 유의하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 물품은 수입통관 승인 후 90일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반출이 지연될 경우 창고 보
관료가 누적되고,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매 처분될 수 있다.

ㅇ 통관절차 문의: 통관 절차 문의는 칠레 관세청(+56-32 2213 4500, www.aduana.cl)이나, 칠레 내 주요 통관서비스업체에 문의하
면 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TGL Chile(한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v. Luis Thayer Ojeda 166, Oficina 802, Providencia, Santiago, Chile
(56-2)2233-4143
tgl@e-tgl.cl
http://www.e-tgl.com

ㅇ CNC Worldwide Inc(한국)
주소

Badajoz #130, Of. 606,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번호

(56-2)2954-7793

홈페이지

http://www.cncworldwide.com/

ㅇ A.J. BROOM Y CI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v. Andrés Bello 2233, 13th floor. Providencia, Santiago
(56-2)2549-8400
info@broomgroup.com
http://www.broomgroup.com

ㅇ Agunsa
주소

Av. Andres Bello 2687, Piso 15, Santiago, Chile

전화번호

(56-2)2460-2700

홈페이지

http://www.agunsa.com

ㅇ Transportes Schiappacasse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Camino a Lonquen 13070, San Bernardo, Santiago, Chile
(56-2)2396-8000
contacto.web@schiappacasse.cl

홈페이지

http://www.schiappacasse.cl

ㅇ DECAPACK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Claudio Arrau 9452, Pudahuel, Santiago, Chile
(56-2)2488-1000
info@decapack.com
http://www.decapack.com

ㅇ Pacific Anchor Line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v. El Bosque Sur 169, Providencia, Santiago, Chile
(56-2)2753-4000
pacific-anchor@pal-logistics.com
http://www.pal.cl

ㅇ Agencia de Aduanas Pedro Santibanez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Avenida Prat #856, Valparaiso
(56-32)254-6000
contacto@santibanez.cl
http://www.santibanez.cl
통관서비스 업체
<자료원 : 회사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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