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
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돼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자
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문서상으로 처리했으나, EU 세관은 안전강화와 목표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입물품 신고의 전자처리를 의무화
했다. 개정된 통관지침에 따라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사실의 신고 및 통관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는 세관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숙지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세관 도착 시, 전자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위험조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
된다. 통관 신고자가 이 전자세관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통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돼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 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해야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
다.

ㅇ SKAT(세관)
- 주소(관세 관련 우편물 송부주소): Nykøbingvej 76 Bygning 45, 4990 Sakskøbing
- 전화: (+45) 7222 1212
- 홈페이지: https://www.skat.dk/skat.aspx?oid=2362&lang=us&x=2607

통관 시 유의사항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통관의 경우, 한-EU FTA 협약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Modul Transport A/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Avedoereholmen 46, 2650 Hvidovre
(+45) 4342 6800
lj@modultransport.dk

홈페이지

http://www.modultransport.dk

ㅇ DSV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Hovedgaden 630, DK-2640 Hedehusene
(+45) 4320 3040
info@dsv.dk
http://www.dsv.com

ㅇ Green Carrier Freight Services Denmark A/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Skagerrakvej 7, 2150 København
(+45) 4488 1020
louise.lauridsen@greencarrier.dk
https://freightservices.greencarrier.com/
코트라 코펜하겐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협약기업

ㅇ ALPI AIR &SEA A/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Fastrupdalen 2, DK-7400 Herning
(+45) 9721 2166
NM@ALPI.DK
https://www.alpi.dk/
<자료원 : 각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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