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일반 통관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tico Mar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수
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
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마감되면 마리아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
된다.
- 통관절차
① 입항 확인(Malvinas System을 통해 도착여부 확인 가능)
②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③ 수입신고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⑥ 물품 통관

ㅇ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해 좀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를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
이 불가능하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로 작용했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와 달리,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목적에서 시행
되며,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수입 허가를 위해 요청되는 수입신고자료의 경우 품목 구분(자동허가/비자동허가)에 따
라 다르다.
1) 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및 달러
),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 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 비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자동허가와 마찬가지로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는 같지만 품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
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 평균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걸린다고 한다. 수입신고
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은 7% 이내이며, 물량은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7%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한
다.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ㅇ 세관검사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1)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2)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3)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4)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 자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는 10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
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
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ㅇ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될 수 있다.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2)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3) 포장명세서(P/L)
4)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5)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ㅇ 통관비용 및 세금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수출국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의 국가는 역외공통관세(Tarifa Externa Com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의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
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통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STICA): CIF 기준 2.5%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통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CIF 기준 6% 부과된다.
- 매출세(IMPUESTO A INGRESOS BRUTOS) : CIF 기준 2.5%부과된다.

ㅇ 견본품 통관(Importaci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n temporal)
-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을 진행할 시 물품은 상업 및 산업
적 가치가 없으면 아르헨티나에 세금을 면제받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에 적용
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다르다. 기간이 만료된 상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편입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ㅇ 견본품/임시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 체류 기간
- 일반/완전 수입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
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
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등록 통관사 이용
-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종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
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 따라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
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고관세 부과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연합 회원국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매출액의 80~90%를 멕시코, 브라질 법인을 통해 구매한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
되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관세
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WTO 최고치인 35%) 시행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있어 정확한 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의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ㅇ 최저 수입 가격제도
- 언더벨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제도
를 대폭 강화했고,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
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Alcomex S.A.
주소

Salta 188, CABA

전화번호

(+54 11) 5032-2002

이메일

info@alcomex.com.ar

홈페이지

https://alcomex.com.ar/custom/es/index.php

ㅇ Estudio Cuendia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Florida 142, Piso 7, Oficina Q, CABA
(+54 11) 4326-0239
comex@estudiocuendias.com.ar
http://www.estudiocuendias.com.ar/

ㅇ Fineport S.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Peru 359 P.14 OF.1406 ,CABA
(+54 11) 4342-7552
contacto@fineport.com.ar

홈페이지

http://www.fineport.com.ar/

ㅇ Waiver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licia M. de Justo 2050 3er Piso of 307, CABA
(+54 11) 5273-9700
recepcion@waiverlog.com
http://www.waiverlogistics.com/
<자료원 : ADUANA(아르헨티나 세관청)>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