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사항
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규정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1)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짐바브웨는 통관 시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 개발한 전자통관 시스템인 ASYCUDA World 시스템을 통해 통관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한
다. 수입자는 파트너의 사업 번호가 필요하며, 감정 및 분류 등 통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에이전트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관 신고서(Form 21)
- 공급업체의 송장
- 수출국에서 발부된 환승 통관 신고서(환승 시에만 적용)
- 가격 신고서
- 탁송 화물 운송장(Rail Advice Notes/Air Way Bill/Bill of Lading)
- 화물 명세서(Freight Statement)
- 적하목록
- 보험 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 입항세 송장(필요 시)
- 허가증 원본
- 라이센스, 관세 면제 증명서, 환불 증명서(Rebate Letter), 가치 기준서(필요 시)
- 에이전트 및 수입업체 워크시트
- 세금 신고 증명서 사본(ITF263)

ASYCUDA World 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 신고서(Bill of Entry)와 함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제출한다. 세금 신고 증명
서가 없을 경우 비공식 수출·수입세 10%가 관세로 부과된다. 관세 및 결제되어야 할 비용은 전부 짐바브웨 관세청(ZIMRA, Zimbabwe
Revenue Authority) 은행 계좌로 예치한다. 서류 평가 이후 통관이 완료(Delivery Release)되면 제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검사
(Examination)가 필요한 경우 수량, 분류, 원산지, 가격 등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2)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짐바브웨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담보 받은 ATIP(Application for
Temporary Importation Privileges)가 있을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소지품 반입 규정

담배류를 반입하는 데에 승객의 연령이나 반입품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반입품 가치가 250 달러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다. 주류를
포함한 모든 반입품 역시 마찬가지로 새 것이든, 쓰던 것이든 1인당 300 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주류는 18세 이상의 승객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일반 주류는 5리터, 증류주는 2리터까지 반입할 수 있다.

2) 금지 품목

환각성 암페타민류 마약, 꿀, 음란 서적, 장난감 화기류, 자물쇠 달린 칼날류는 반입할 수 없다.

3) 무기, 탄약류 반입 규정

짐바브웨 도착 시 세관 직원에게 허가를 발급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단, 총기와 탄약 수입에 관한 EU 규정 No. 314/2004에 따라 EU 국
가에서부터 짐바브웨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기타 규정

농산물, 종자, 구근, 익히지 않은 육류, 의약품은 수입 면허가 요구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HTN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20 Boundary Road, North Riding, Johannesburg, South Africa
+27-87-357-9001
jacobkim@htns.com
http://www.htns.com

비고

남아공 소재 한국 업체

주소

Monte Carlo Drive, Gosforth Park, Rand Airport Road, Germiston, Johannesburg, South Africa

ㅇ Pantos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7-11-323-8222
jeongwoo.son@pantos.com
http://www.pantos.com

비고

남아공 소재 한국 업체

주소

3 King George Road, Avondale, Harare, Zimbabwe

ㅇ Strauss

전화번호
이메일

+263-24-2-792-296
sales@strausslogistics.co.zw

홈페이지
비고

http://www.strausslogistics.com
짐바브웨 소재 현지 업체
<자료원 : 각 업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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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