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목록 통관
-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FOB US$200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
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이 경우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 물품 확인용으로 인보이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단, 물품가격이 US$200 이하라고 무조건 목록통관 처리 및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의 재량에 따라 유동적이다. 세관원이
목록 검토 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거나, 부피/수량이 과도해 보이는 경우 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
복된 소액 수입 동향이 누적되어 세관에서 이를 상업적 목적의 수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신고가액 증빙에도 불구하고 정식
통관과정을 거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ㅇ 정식 통관
- FOB 값이 US $200.00 이상의 품목은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세관 신고 후 서류심사, 실제 검사, 제세 부과, 세금납부, 항만 창고료
납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을 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다. 통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업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통관신고서(Form No. 003-2007)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수출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세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하였으며, 수입신고 및 각종 통관업무는 관세청 홈페
이지에 연계된 SIGA(https://siga.aduanas.gob.do/ , 해당 링크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으나, 국내 접속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 수입업체(또는 통관업체)가 화물 입항 약 1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수입신고 서류를 접수하며, 실제 입항시 세관에 다시 한 번 동 정보
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입항 완료 후 수입신고 내역과 선적서류 정보를 대조하여 신고가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 인허가 필요품목의 경우
해당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등을 부과하면 수입(통관)업체는 제세비용 납부 후 제품을 반출한다. 수
입 통관시에는 무작위 방식의 선택적 통관 검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녹색과 적색 채널의 신호등 방식으로 녹색 채널(Canal Verde)이
나올 경우 신속 통관이 가능하지만, 적색 채널(Canal Rojo)로 분류될 경우에는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열어 선적서류와 전량 대조하게 된다
. 서류와 선적 물품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고 벌금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출물품과 선적서류, 신고내용이 일치하도록 주의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통관 절차가 지연될 경우 벌금과 항구 보관료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제품이 처분될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입항일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관은 첫 달에는 CIF 가격의 3%, 이후 매월 5%까지 가산하여 최대 28%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벌금 부과 한도인 6개월을 경과하도록 신고/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품은 압류/폐기/경매 등 세관의 임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신고 및 반출절차 지연 시 세관에서 부과하는 벌금 외에, 항만 운영사에서 청구하는 창고 보관료가 발생한다.
통관 허가 주체는 세관이지만, 항만 및 부두를 관리하고 보관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민간운영사이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및 과실의 주체와 무관하게 보관료가 발생한다. 보관료는 항구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요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Argenta SR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Calle Rocco Cochia #10, Don Bosco, Santo domingo 10202
+1-809-472-4252
servicioalcliente@argentasa.com
http://www.argentasa.com/

ㅇ Frederic Scha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Jose Gabriel Garcia No.26, Zona Colonial, Santo Domingo
+1-809-221-8000
mail@schad.do
http://www.schad.do/

ㅇ Maritima Dominican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Carretera Sanchez Km 12 1/2, Santo Domingo
+1-809-539-6000
sales@mardom.com
http://www.mardom.com
영업담당자 : Jose M. Rodrguez Pappaterra, Mov. +1-849-451-3677, jorodriguez@mardom.com

ㅇ LEEHAN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Calle Bonaire No.84 Esq. Masoneria Planza Francia I, 334 Piso, Ens. Ozama, Santo Domingo Este
+1-809-596-0604
wonkwanglee41@gmail.com
한국인 운영 통관업체. 단, 보세창고는 운영하지 않음

ㅇ AGENCIA DE ADUANA S.R.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Av. Independencia KM 13 1/2 Puerto de Haina Oriental
+1-809-537-7413
Wilkinpimentel@hotmail.es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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