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상 운송 수입의 경우 3~4 근무일, 항공 운송은 약 1~2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단 물
품이 입항하게 되면 보세구역장치에 적하되고, 이후 전자데이터교환(EDI)신고 또는 수작업신고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인도 관
세청의 수입요건, 관세 평가 등을 검사하는 Appraiser Section과 관련 서류 및 관세율을 재점검하는 Audit Sec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 받게 된다. 이후 Challan No.라는 인도 관세 납부를 위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완
납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정식통관의 경우 인도 세관은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 후 7일 이후부터 체화료(Demurrage
Charge)를 부과하고,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5일 이후부터 항공운송인 경우 3일 이후부터 체화료가 부과한다.

2) 임시 통관

인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해
당 품목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데, 다시 반출할 시 장치했던 시간에 비례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인도 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 최대 98%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인도 내 해당 물품이 사용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관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ㅇ ATA Carnet
- ATA 까르네 (ATA Carnet)은 Admission Temporaire이라는 임시통관을 뜻하는 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의 영어 그리고 수
첩을 뜻하는 불어 Carnet의 머리 글자 조합으로, 임시 통관을 위한 수첩을 말한다. ATA협약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71개국이 서명
하여 발효 중이며, ATA 통관 수첩은 국제 관세 서류(International Uniform Customs Document)의 일종으로 물품의 임시 통관 시 관
세 및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 및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 신고서 역할을 한다.

3) 전시물품의 통관

전시·박람회, 학회, 세미나, 견본품 및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의 통관은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관세액이 5,000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년에 그 누적 관세액이 60,000루피를 초과하거나 샘플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상일 경우 9개월 안에 반출 되어야하며, 필요의 경우 각 세관의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고가의 샘플의 경우 보증 관세를 지불하고 9개월
안에 재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다.

4) 약식통관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약식통관이 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물품에도 적용이 된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
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9804.10.00 의약품
- 9805.10.00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등의 음식물 및 비누, 과일 등의 생활용품
- 9804.90.00 기타

인도 상공국 산하 무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분류 HS코드의 과세가격에 총42.08%의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 되지 않으며, 자가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픔은 면세되나,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허가 통관

수입의 제한 품목 및 식물, 씨앗, 과일 등 허가증이나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로하는 품목의 경우 허가 통관을 실시하게 된다. 정식 통관과
그 절차가 다르지는 않으나 필요 허가증 또는 라이센스를 수입신고시 수입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식물, 씨앗, 과일의 경우 동
식물 검역소에서 샘플의 테스트를 통해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제한 품목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부 받아 수입 할 수 있다
.

- 자료원 : 인도 관세법 (The Customs Act, 1962) -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통관의 지연
인도의 통관은 행정상 일반적으로 3~4 근무일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까지 그 행정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며,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 지연이 자주 발
생한다. 또한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ㅇ 통관 정보의 불투명
인도의 관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그 정보 및 기준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실무선의 재량권이 크고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통
관 애로가 자주 발생한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통관 단계(Appraiser Section)에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중고 기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ㅇ FTA 사후 협정 적용 불가능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
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증빙이 충분치 않
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ㅇ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
인도의 세관행정은 면목상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 당국 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예를들어 한 세관지에서 특정 HS코드로 정식통관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품목을 통관할 때는 해당 HS코드를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는 세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 서류의 수정
인도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 오류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3주씩 지
연되기도 한다. 영문 한글자 오타를 수정하는데 3주를 허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ㅇ 원산지관리규칙 시행(CAROTAR 2020)
2020년 9월 21일부터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으로 한-인도 CEPA 등 인도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기준 및 생산공정 등을 기재한 Form I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원 : KOTRA 자체 정보 종합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KGL Network Private Limite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Plot No. 261-262, 2nd Floor, -6,, Street Number 6, Mahipalpur Extension, Mahipalpur, New
Delhi, Delhi 110037
+91)11-4570 9700
YsCHANG@kglindia.com
http://kglindia.com/
한국업체

ㅇ Taewoong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No 75 beekeyen towers coral merchant street manady Chennai, Chennai, Tamil Nadu 600001
+91)44-43432716
James@taewoong.in
http://www.e-tgl.com/index.jsp
한국업체

ㅇ Hanaro Logistics Pvt. Ltd.
주소

1006, 10th Floor, Tower-A, BPTP Park Centra, Sector-20, Gurgaon, Haryana - 122003

전화번호

+91)124-4634500

이메일

htjung@htns.com

홈페이지
비고

https://www.htns.com
한국업체

ㅇ CTC FREIGHT CARRIERS PRIVATE LIMITE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No. C-510, Steel Chambers, Kalamboli,Navi Mumbai - 410218, Maharashtra, India
+91)22-27420241
ctcfreight@yahoo.com
http://www.ctcfreight.com/
뭄바이 소재

ㅇ Gati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lot No.20, Survey No.12,
+91)40-71204284
customerservice@gati.com
https://www.gati.com/contact-us/contact-details/
<자료원 : KOTRA 뉴델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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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