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 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l) 또는 약식(Informal)
통관으로 분류된다.

2) 정식통관: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

ㅇ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하다.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용 대상이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
청, 미 농림부 등)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하다.

ㅇ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된다.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
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쿼터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철강 및 알루미
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 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탕도 쿼터제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
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창고통관이 유리하다. 창고로 우선 입고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
픈 까지 보관하다가 이후 쿼터 물량이 오픈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
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이다.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
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들은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채권 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 차례 수입되어 통관 되어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하다.

3) 전시물품 통관

ㅇ 임시수입 TIB

전시 물품 통관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닌 경우 임시 수입(Temperory Import Under Bond, 이하 TIB) 또는 까르네(carnet) 통
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시 수입 TIB 통관은 14개 품목의 HS 코드 9813.00.05부터 9813.00.75에 적용되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수출 본드를 통해 관세 지급없이 단기간 미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단, TIB로 수입된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하
는 경우 미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이 판매되는 미세관에 관세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liquidated
damages)를 지불해야 한다.

ㅇ 까르네(Carnet)

까르네 통관은 전시회 참가 등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제도로 무관세로 임시 수입 및
제품의 반입이 가능하다.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
가 까르네 약관 및 규정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보증해준다. 미국에서 활용 가능한 까르네 제도는
A.T.A Carnet(Admission Temporarire-Temporary Adminssion Carnet)와 AIT Carnet의 두 종류가 있다.

A.T.A Carnet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카탈로그, 음식물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소
비되는 물품들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까르네 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컴퓨터 등도 까르네 통관이 가
능하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까르네 통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필히 사전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특히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전시업체 참가 확인증,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샘플 제품에 ""Not for
Sale"" 표기 또는 판매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훼손해야 하며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 확인 등이 중요하다. 까르네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
에 표기된 모든 물품은 기한내에 반출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소액물품 통관

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
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
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
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
가 요구된다.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
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져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하는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B&H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47-19 Sprinfield Lane #A, Jamaica, NY 11413
(718)525-7050
imports@bhchb.com
http://www.bhchb.com/

ㅇ Excel International of New York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700 ROCKAWAY TPKE. #401, LAWRENCE, NY 11559
(516)371-2400
excel@excelny.com
http://excelchb.com/

ㅇ Far East Forwarding, In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77-17 150th Ave. Rm #203, Jamaica, NY 11434
(718)244-7770
euimankimchb@yahoo.com
http://www.freightncargo.com/

ㅇ KGL Network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30 Pegasus Ave. Northvale NJ 07647
(201)750-3535
info@kglnetworks.com
http://kglnetworks.com/

ㅇ Advanced International Freight
주소
전화번호

20 Enterprises Ave. North Secaucus NJ
(551)257-7070

이메일
홈페이지

aif@aif-usa.com
https://www.aif-usa.com/

ㅇ Binex Line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951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310)416-8600
laimport@binexline.com
http://www.binexline.com/

ㅇ UCB Logistics, In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9401 S. Main St., #102, Gardena, CA 90248
(310)988-7042
ucbla@unitedchb.com
https://www.unitedchb.com/

ㅇ NGL Transportation
주소
전화번호

500 W. 140th St., Gardena, CA 90248
(310)595-6752

이메일

logistics@ucb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ngltrans.com/

ㅇ VIP Customs Service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301 East Ocean Blvd., Suite 1730, Long Beach, CA 90802
(310)323-3009
info@vipcus.com
https://www.vipcus.com/

ㅇ Echo Globa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600 West Chicago Ave, Suite 725, Chicago, IL 60654
(800)354-7993

이메일
홈페이지

info@echo.com
https://www.echo.com/

ㅇ XPO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303 E Wacker Dr Chicago, IL, 60201
(312)548-8322
homedeliveryhelp@xpo.com
https://www.xpo.com/

ㅇ Dayton Freight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000 E Northwest Hwy, Des Plaines, IL 60016
(847)759-9003
customerservice@daytonfreight.com
https://www.daytonfreight.com/

ㅇ West Forwarding Service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7851 Jefferson Park Road, Middleburg Heights, OH, 44130
(440)826-5055
Info@Westforwarding.com
https://www.westforwarding.com/

ㅇ Old Dominion Freight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6811 Enterprise Blvd. Crest Hill , IL, 60403
(800)235-5569
customer.service@odfl.com
http://www.gandhishipping.com/

ㅇ PY Express USA
주소
전화번호

2727 W. Airport Fwy., Irving, TX 75062
(214)205-9916

이메일
홈페이지

dfw@pumyang.com
http://www.pyexp.com/

ㅇ US Com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751 Port America Pl. suite 400, Grapevine, TX 76051
(817)421-4777
mhsoh@uscom.net
http://www.uscom.net/

ㅇ IMPEX GLS
주소
전화번호

800 Port America Pl #100, Grapevine, TX 76051
(817)488-7740

이메일

import.dfw@impexgls.com

홈페이지

http://www.impexgls.com

ㅇ Masterpiece International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222 S. Service Road, # 270, Dallas, TX 75261
(972)756-1010
dal@masterpleceintl.com
https://masterpieceintl.com/

ㅇ Hanaro Oneway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840 Commodore Dr #100, Carrollton, TX 75007
(972)245-1398
victorlee@hnrcorp.net
http://www.hnrcorp.net

ㅇ DB Schenker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1760 Crossroads Drive, Odenton, MD 21113
(410)674-8629
customerservice@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usa/

ㅇ EXPRESS AIR FREIGHT / SKYLINE FREIGHT (IA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45005 Aviation Drive Suite 130, Dulles, VA 20166
(703)996-8885
akelican@expressairwas.com
http://www.expressairfreight.com/

ㅇ Expedited World Cargo, In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P.O. Box 16548 - Washington, DC 20041
1-703-318-0100
info@ewcnow.com
http://www.ewcnow.com/

ㅇ Tigers Globa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3651 Overland Drive, Sterling, VA 20166
(703)661-4230
info@go2tigers.com
http://www.go2tigers.com

ㅇ Vandegrift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0 South Charles Street, Suite 501, Baltimore, MD 21201
(410)230-0373
twelsh@vandegriftinc.com
https://www.vandegriftinc.com/

ㅇ Glovi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1873 Ecorse Rd #200, Belleville, MI 48111
(734)398-3320
stpark@glovis.net

홈페이지

http://www.glovis.net/

ㅇ Ceva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0049 Harrison # 100, Romulus, MI 48174
(284)618-3100
Kathleen.Norris@Cevalogistics.com
https://www.cevalogistics.com/

ㅇ O.T.S. USA
주소

3115 Beam Rd # A, Charlotte, NC 28217

전화번호

(877)769-8879

이메일

info@otsusa.net

홈페이지

http://www.otsusa.net/

ㅇ Logos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6490 Wahrman Road Ste 100, Romulus, MI 48174
(734)403-1777
info@logos3pl.com
http://logos3pl.com/

ㅇ NALARA
주소

35000 Industrial Road Livonia, MI 48150

전화번호

(334)737-3820

이메일

bsl@nalara.com

홈페이지

http://www.nalara.com/

ㅇ KCC Transport System, IN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0991 San Clemente st. Hayward, CA 94544
(650)259-8899
kccsfo@kccusa.com

홈페이지

http://www.kccusa.com/kor/customs/

ㅇ Clutter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305 E Pescadero Ave, Tracey, CA 95304
(561)315-0254
logistics@clutter.com
https://clutterlogistics.com/

ㅇ R&A TRUCKING CO.
주소

1050 77th Avenue Oakland, Ca 94621

전화번호

(510)632-7112

홈페이지

https://ratrucking.com/logistics/

ㅇ UNIPAX CHB INT'L, Inc.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39 Mitchell Ave #208, South San Francisco, CA 94080
(650)438-2797
michael@unipaxintl.com
https://www.unipaxintl.com/san-francisco-customs-broker

ㅇ Forward Air Inc
주소
전화번호

22480 Randolph Dr, Sterling, VA 20166
(571)434-8755

이메일

expeditedcs@ForwardAir.com

홈페이지

https://www.forwardair.com/

ㅇ Damco
주소
전화번호

1530 Wilson Blvd # 650, Arlington, VA 22209
(703)351-0121

이메일

kim.overman@damco.com

홈페이지

https://www.damco.com/

ㅇ Omega Forwarding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1655 North Fort Myer Dr., Suite 700 Arlington , VA 22209
(703)351-3322
export@omegaforwarding.com
http://www.omegaforwarding.com/

ㅇ Kinetix International Logistics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5301 Shawnee Rd Suite 402, Alexandria, VA 22312
(703)564-9500
KIL@kinetixlogistics.com
https://www.kinetixlogistics.com/
<자료원 : 코트라 미국 전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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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