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화물의 도착 통지와 함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즉시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해 통관을 대행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수 현지 기업은
직원이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세관에 광범위하게 뇌물(복시시) 관행이 퍼져있어 통관 에이전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2007년 민간업체에 치타공 항만의 크레인 운영권 이양, 컨테이너 운반수수료 인하, 하역노조 해체, 수입·수출 이원화 등의 일련
의 조치로 통관 소요일이 빠르면 3~4일, 늦으면 1~2주 정도로 앞당겨졌으나 사소한 서류 하자에도 세관 공무원들이 시비를 따지는 경우
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 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과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
에 따라 관세 평가 및 세번 분류 재조정, 반송 등에 과도한 서류 요구 등 전반적으로 통관이 매우 어렵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
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ㅇ 통관절차
-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와 관세 산정, 관세 납부, 화물 인도의 순으로 진행

ㅇ 통관 시 필요 서류
- Bill of Entry(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 화물검사 증명서(필요한 경우)

통관 시 유의사항
ㅇ 반송(Ship back) 절차 어려움
- 선적된 물품이 바이어의 인수 거부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서류상 화주의 요청에도 과도한 서류요구로 반송하지 못하고 경매 처분됨

ㅇ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 개인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선적 전 검사 요구
- 법적으로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물품을 규정했으나 세관 내부적인 자료로 개인 소액 물품 및 카탈로그 등에 대한 과세 등

ㅇ 언더밸류잉(Undervaluing)과 오버 밸류잉(Overvaluing(Undervaluing)

높은 관세 부담으로 언더밸류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거래가의 50% 이상을 언더밸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바
이어 사이에서 당연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한국 기업이 내부규정에 따라 언더밸류를 아예 금하고 있어 바이어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도 있다. 언더밸류된 차액은 주로 방글라데시 기업의 제3국(두바이 등) 사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일명 환치기(송금이 방글라데
시 내에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 각각 이뤄짐)의 방법을 통해 지급한다. 오버밸류잉은 방글라데시 부유층이 일종의 돈세탁 수단으로 흔히 사
용하고 있다. L/C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한 후 수출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차액은 수출자(한국기업)가 다시 방글라데시나 제3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능한 것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일으킨 경우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등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Homebound Packers and Shippers
주소

SW (A) 26, Gulshan Avenue, Dhaka

전화번호

+880-2-881-1021

홈페이지

https://www.homeboundbd.com/

ㅇ 삼영익스프레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Road 24, House 21, Block K, Banani, Dhaka
+880-2-988-1094
samyoung@bangla.net
http://www.samyoungexp.com/

ㅇ Euromaxx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House 35, Road 17, Block E, Banani, Dhaka
+880-17-1302-8324
ceo@euromaxxbd.com

ㅇ Carrylink
주소

F-101 (2nd Floor), Mohakhali School Road, Dhaka-1212

전화번호

+880-17-1421-7086

이메일

carrylink@gmail.com

홈페이지

http://carrylink.org/

ㅇ 마스터항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Rupaliangon, A-2, House 30, Road 10, Banani, Dhaka
+880-2-5504-2023
kimkyedong@gmail.com
http://www.master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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