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요르단은 규정에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곳은 암만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Air인 경우)과 아카바항(Shipping인 경우) 등 2곳이다.

아카바항의 경우, 유일한 국제 항구이고 최근 들어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구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많아 화물 적체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해 진입로가 좁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적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1~2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운송이
지연된다. 아카바 항구에서 통관한 물품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육상교통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에는 도로 사정은 좋지만 심한 국경 검문으로 운송에 시간 소요가 많은 편이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암만에서 약 4시간 반가량 소요된다.

공항의 경우, 실제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은 퀸 알리아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해당 공항은 1982년 완공됐으며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퀸 알리아 공항은 국영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 Rj)의 거점공항으로서 이라크와 레바논,
이스라엘로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 요충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퀸알리아 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4월 Abu Dahabi
Investment(UAE)와 Aeroports de Paris Management Co.(프랑스)와 BOT 계약을 체결하고(25년간 운영) 총 6억 달러 규모의 공항
확장 및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3월 공항 확장 공사를 마치고 개항했다.

2) 통관 절차

요르단은 통관과 관련해 특별한 유형분류가 없으며 통상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요르단 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
국 무역업체는 통상산업부에서 수입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제시해야 한다. 수입업 증명서가 없을 경우(개인 자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물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수입 벌과금 성격;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후 정부에 납부하는 제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단 병원과 은행, 호텔 등에 대해서는 Limited Card를 발급해 특정 목적 물품 수입에 대
해 수입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도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권한이 있는 운송업자만이 물품 통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허가받은 통관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송장이 영어로 돼 있을 경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통
상 수기로 이루어짐)해야 한다.

- AWB 혹은 B/A 원본 1매(선사 인증 원본) 및 복사본 2매
- 상업송장(수량과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 명기), 필요한 경우 Serial Number(원본 2매, 복사본 3매)
- 포장 리스트(원본 2매, 복사본 3매)
- 원산지 증명 및 영사인증(원본 1매, 복사본 3매)
- Shipping Agent의 운송 요구서 2매

운송된 제품은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을 위해 세관으로 이동된다. 요르단 관세청은 식품, 농산품, 위성 안테나,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의 통관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발급한 허가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품을 직접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송장내용에 따라 관세, 판매세, 수입세를 부과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비용 납부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요르단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30%로 책
정되나 주류, 자동차, 담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관세율이 책정된다. 또한, 관세 외에도 16%의 판매세가 추가로 붙는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자의적 세관 행정

요르단은 관세법을 통해 “Under Value 물품을 제외하고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를 엄격히 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과 관련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인보이스에 명기된 물품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가격에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인보이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체 보유
시장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통상, 인보이스 가격의 1.5~2배)하기도 한다. 세관에서 시장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
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용 OEM부품 수입’(순정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해 요르단 내 자동차 딜러
들의 순정부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적용방법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비상업용 샘플에 대해서는 무세(및 부가세 면제) 통관이 원칙이나 우편으로 배달되는 50달러 수준의
저가 샘플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및 판매세)를 부과함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의 배가 넘는 금액을 통관 비용으로 납
부해야 하는 예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포장 리스트와의 비교를 위해 컨테이너에 있는 전체 수입 물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수주 간 지연시키거나
혹은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희미해져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반송(Ship Back)을
요구하는 등 경직된 세관 행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상의 불미스러운 일도 종종 발생한다.

2) 샘플 통관 시, 관세 부과

통상적으로 샘플 통관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요르단 세관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세관 담당자가 샘플치고는 수량이 많다고 여길 경우, 일반 품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업체는 반드시 적정 수량의 샘플
수량을 요르단 바이어측에 보내야 하며 반드시 Invoice를 첨부하여 해당 인보이스안에 샘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많이 사
용하는 DHL의 경우, 해당 서류 및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서 첨부하여야 세관 통과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관료(20불/하루
)를 줄일 수 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및 통관 관련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한국-요르단 간 EMS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FEDEX, DHL, UPS 등만 운영 중이며 비정상적 비행편 운
행으로 인해 배송 예상 시간이 일률화되어 있지 않다. FEDEX, DHL, UPS 같은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 운송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한가지
방편으로는 ARAMEX를 이용하면 식품, 의약품 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다. ARAMEX는 한국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
account 넘버(개인용 또는 기업용)과 함께 배송을 하면 동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요르단 주소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하다. 기타, 해상운송
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통관의 경우, 코로나 19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Al Naouri Group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Um Uthaina, Sa’ad Bin Abi Waqqas St.Building No. 30, Amman, Jordan
+962-6)500-4000
shireen.nicola@naouri.com
https://naouri.com/

ㅇ Jordanian coast cargo service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350 Air Cargo Road, Qastal, Amman, Jordan
+962-6)471-1118
tarik@jordaniancoastco.com
http://www.jordaniancoastco.com/

ㅇ Nile International Freight Service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l-Sammour Center, Al-Gardens St., Amman, Jordan
+962-6)560-2020
info@nile.com.jo
https://www.facebook.com/nilefreightforwarder/

ㅇ GLFS Group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Al-Rawda Bldg. No. 87 Ground Floor, Abded Al-Hameed Sharaf St., Shmesani, Amman, Jordan
+962-6)566-2836
info@glfs.com.jo
http://www.glfs.com.jo/

ㅇ UTI Jordan
주소
전화번호

Al-Zaitoneh Complex, Paris St., Al Swafieh, Amman, Jordan
+962-6)588-5454

이메일

raed.zuaiter@jo.dsv.com

홈페이지

http://www.jo.dsv.com/

ㅇ Jordan Global Shipping Agencies Co.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Global Commercial Complex Prince Muhammad St(아카바)
+962 3 2013006
Aqaba@jgsaco.com
https://www.jgsaco.com/contact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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