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개요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통관절차는 EU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주요 절차는 수입신고 및 심사→물품검사→관세 납부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이 보관된 화주의 장치장에 세관원을 파견해 검사 및 통관을 시행하는데 화물 도착 후 8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는 통관
시 지불해야 하며, 부가세도 선납해야 한다. 헝가리는 EU 가입과 더불어 전산화 힘입어 세관 행정은 많이 개선됐으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법규에 따르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 상의 문제 때문에 다수의 외국 기업이 통관국을
여타 회원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통상적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에서는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제품을 배송하는데 40~45일 걸린다
고 한다.

필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 경우), CE 인증, 위생검사증
(산 동물, 육류 등),식물 병리학 검증서(식물, 채소, 과 일류), B/L 등을 통관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관세율이나 통관절차는 EU 기
준을 따르게 돼 있어 EU의 TARIC(The Integrated Tariff of the Community)에 의한 품목별 수입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편, 품목별 수
입 관세는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index_en.htm)

세관의 조사는 관련 Customs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통관서류 검사, 물품확인, 수입자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지만, 밀수품이나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세관 자체의 조사 결과
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
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
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2) 헝가리 공항 및 무역항

헝가리 국제공항인 리스트 페렌츠(Liszt Ferenc) 공항은 1, 2A, 2B 3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나 1 터미널은 2012년 5월 이후 여객
운송은 중단된 상황이다.

과거 헝가리와 한국 간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를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2012년 2월부터 헝가리 국적기인 말레브(Malev)가 파
산하였다. 수 년 동안 재정적자 상태였던 말레브는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오다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
다. 말레브 파산으로 이를 대신하여, 헝가리 저가 항공사인 Wizz Air가 활발히 근거리 유럽국가로 헝가리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일
부 원거리에 위치한 모스크바, 아이슬란드, 두바이, 텔아비브 등까지 항공을 연결하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인천-부다페스트 간 폴란드 항공(LOT)의 직항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에는 대한항공의 신규 노선 취항식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두 항공사 모두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6월 기준 폴란드 항공은 운항 중단, 대한항공은 5월
23일부터의 취항 계획을 잠정 중단하였다. 계획대로 신규 취항이 진행된다면 2016년 7~8월 아시아나 항공 전세 직항기가 일시적으로
부다페스트에 취항했듯 인천-부다페스트 간 직항으로 인해 양국 간 물자, 인력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직항 취항으로
인해 소량 제품의 샘플링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절차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항이 없을 때, EMS를 통한 제품 송부의 경우 보
통 영업일 기준 7~9일, DHL은 3~4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폴란드 항공
(LOT)만이 주 1회 인천-부다페스트 간 직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헝가리는 내륙 국가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나 도나우 강을 통해 반경 1,400km 내 8개의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보통 수출입 화물은 독
일 함부르크 항이나 흑해연안의 항구를 이용하여 육상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크화물은 도나우 강을 주로 이용한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로테르담, 함부르크, 코페르(Koper)항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 코페르항에 대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신규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

2008년 제정된 신규 법안은 통관 후 감사와 관련된 결산자료에 관해 규정했는데, 예컨대 기업이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입경력에 대한 최종 검사는 신규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에 고려되지 않
는다. 아울러, 세관 사무소가 기업에 대해 신규 통관 후 감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먼저 공식 문서를 통해 그 시작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관
세 체납에 대해 세관 당국은 급여 또는 동산 /부동산 압류 등의 즉각적인 세금 징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2) 육로운송 사전 전자등록제(EKAER)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보니 모든 화물이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육로를 통한 화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
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육로운송에 대해서 사전 전자등록제를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전
자등록제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물건의 종류, 수량, 운송차량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지하경제를 표면으로 이끌어낸다는 게 주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간혹 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다. 간혹 물건의 수량이나 제품의 종류가 사전에 등록한 내용과 다
를 경우, 해외 포워더 측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헝가리 수령자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벌금이 화물가의 1/3까지 물을 수 있
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헝가리로 통관 및 운송을 이용할 경우,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에 상호 간 공급자와의 조율
이 필요하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도 이에 대한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현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EKAER 시스템 도입 시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정책에 대한 혼란을 겪었으며, 헝가리 외투 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독일인 진출 기업 모임 ‘헝-독 상공회의
소’에서도 이에 따른 독일계 기업들의 애로점 전달 및 완화된 수준의 정책 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헝가리 정부에서는 EKAER 시스템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세금포탈 방지 등 순기능을 높이 사 동 제도를 향후 철도 등으로도 확대해나간
다는 계획이다. 한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도 동 제도를 주목하고 자국에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
은 보도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Waberers Group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Budapest, Nagykrsi t 351, 1239
+36-1-421-6666
info@waberers.com
http://www.waberers.hu

ㅇ GABO55
주소

Mogyord, Szentjakab park 9, 2146

전화번호

+36-28-540-660

이메일

gabo55@vnet.hu

ㅇ Raben Trans European Hungary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Dunaharaszti, Jedlik nyos t 31, 2330
+36-24-502-000
info@wincanton.hu
https://www.raben-group.com/

ㅇ TI Depo Zrt.
주소

Baja, Szentjnosi u. 12, 6500

전화번호

+36-79-323-255

이메일

mail@atidepo.hu

홈페이지

http://www.atidepo.hu

ㅇ Intercargo Hungary Kft.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Bp Budapest, 1117, Hauszmann A. t, Hauszmann Alajos u. 3/b, 1117
+36-1-425-2240
info@intercargo.hu
http://www.intercargo.hu

ㅇ Geodis Calberson Hungaria
주소

Budars, Seregély u. 8, 2040

전화번호

+36-1-880-9300

홈페이지

https://geodis.com/

ㅇ Expeditors International Hungary Kft.
주소

Vecsés, Lrinci u. 61, 2220

전화번호

+36-29-552-600

홈페이지

http://expeditors.com

ㅇ AIRMAX CARGO BUDAPEST ZRT.
주소

Vecsés, 2220

전화번호

+36-29-801-801

홈페이지

http://www.airmaxcargo.com/

ㅇ 팍트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Budapest, Madarsz Viktor u. 47, 1138
+36-30-226-7800
gh.kim@pac-tra.com

ㅇ 하나로TNS
전화번호
이메일

+36-1-550-0010
will.shin@htns.com

ㅇ 한솔로지스틱스
주소
전화번호

Budapest, Karoly krt. 11 1/A. 1075
+36-1-781-4885

이메일

btlee@hansol.com

이메일

daniel.na@pantos.com

ㅇ 판토스

ㅇ Ilog Hungary Customs and Logistics Services Kft.
주소
전화번호

Budapest, Eperjes u. 76, 1204
+36-24-410-264

이메일
홈페이지

kristof.gebei@ilog-hungary.hu
http://ilog-hungary.hu/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각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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