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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

가. 통관행정 조직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통관은 재무부 소속의 관세청(Saudi Arabian Department of 

Customs, SAD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관 조사 및 관세 징수를 주요 업무로 함.  

(재무부) 세금 관련 정책 입안 및 이행 준수 감독

(관세청) 집행 업무

나. 통관 일반 정보

❍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편이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

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

식품에 있어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 주류 등은 통관이 불가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

로 통관은 약 5일 정도 소요됨.

❍ 통관절차는 세관 통관 면허(Licence)를 보유한 현지 수입업체의 서류 제출 및 행정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물품 신고 전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출업체가 제출 서

류 기재사항을 기재함.

❍ 세관 통관 면허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21세 이상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의 국민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 주관 세관 실무 코스 이수자

정부 기관 및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며, 세관 및 통관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

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험이 없는 자

❍ 통관절차는 FCL(Full Container Load)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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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CL (컨테이너 하중 가득) LCL (컨테이너 하중 미만)

정의

Ÿ 한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 1개에 

적재될 수 있는 대량화물

Ÿ 화주 한 사람의 화물로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가 없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1개에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

절차

컨테이너 야적장에 하역 

후 샘플링 검사

↓

관세부과

↓

관세 납부

↓

통관완료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 납부

↓

통관완료

다. 식품통관에 관한 일반 정보

❍ 식품의 경우, SSA 1/1984에 의해 의무적으로 SASO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품에 있어 

SASO 인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식품에 함유된 모든 원료 리스트 및 함유량(%)

화학물질 데이터

미생물 기준

유통기한(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수출국 정부의 해당 부서 위생안전 증명

가격 리스트 

❍ 신선과일 및 채소의 경우, 농약, 해충 등에 대한 검역과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단, 인화 알루미늄 처리는 가능)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인증한 채소 및 과일 건강 

증명서(Vegetable and Fruit 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함.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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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식품 수입의 대부분은 홍해의 제다 이슬람 항(Jeddah Islamic Port) 

및 아라비아해의 담맘 킹 압둘라지즈 항(King Abdulaziz Port Dammam)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식품의 60~70%가 젯다 이슬람 항을 통해 수입됨.

❍ 제다에 위치한 킹 압둘라지즈(Abdulaziz) 국제공항과 리야드의 킹 칼리드(King Khalid) 

국제공항을 통해서도 신선과일, 채소, 냉장고기 등의 식품이 수입됨.

2. 관세

가. 기본 규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하여 내각에

서 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따라 확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 제도로서 관세 적용 품목은 

HS 2002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HS 8단위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 관세율은 0%, 5%, 12%, 20%로 구분되며, 품목별로 관세율 차이를 크게 보임.

품목 관세율

생활필수품(식품, 의약품 포함) 및 대형 사업을  위한 

기자재
대부분 저관세 혹은 무관세

일반상품 5%

자국 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 12%

대추야자 40%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특수 품목(담배 포함) 100%

※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관세율: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sa)에서 확인 가능하며,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 가능함.

  

나. 농식품 관세율

❍ 농식품은 무관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면세 농식품을 제외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대부분은 5% 관세율을 보임.

하지만, 전체 소비의 40%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예시: 소스류 중 케첩, 마

요네즈)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12%의 관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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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비고

주요 면세 

농식품 품목

(관세율 0%)

Ÿ 살아있는 동물(말, 양, 염소, 가금류, 노새, 당나귀, 낙타 등)

Ÿ 살아있는 생선, 냉동 또는 생 생선살, 건조, 염장, 훈제된 생선 등

Ÿ (소, 양 등의) 가공하지 않은 원유

Ÿ 가공유(조제분유 포함), 요구르트, 치즈 등

Ÿ 조류의 알, 천연 꿀

Ÿ 산식물, 채소(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류, 양배추, 콜리플라워, 

당근, 오이, 콩 케일, 상추, 치커리 등)

Ÿ 견과류, 과일, 향신료(계피, 바닐라, 씨앗, 생간, 샤프론 등)

Ÿ 곡류(밀, 밀가루, 가공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등)

Ÿ 커피, 녹차, 홍차

Ÿ 파종용 씨앗

Ÿ 음료용 생수, 소금

관세율 5%

Ÿ 화훼류

Ÿ 인삼 및 인삼가공제품

Ÿ 오리고기

Ÿ 닭고기 및 그 부산물

Ÿ 김치

Ÿ 유자 및 과일차

Ÿ 면류

Ÿ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소스류

다. 농산물 계절 관세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특정 농산물의 생산 계절(Agricultural Calender)에 따른 계절 관

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환경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들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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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국산 신선 농산물인 딸기, 배, 사과, 버섯, 파프리카, 단감 등은 계절 관세와는 

무관함.

* 농작물 종류, 관세율 및 각각에 부과된 유효기간은 매 계절에 생산량과 기후조건에 따라 수정 적용됨.

No. 품목 H.S.코드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기존 관세

1 기타 070190000000 1월~5월 5개월 15% 무관세

2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
070200000000 5월~8월 4개월 15% 무관세

3 식품용 양파 070310110000 6월~10 5개월 15% 무관세

6 호박 070999100000 6월~7월 2개월 15% 무관세

4 당근 및 순무 070610000000 2월~5월 4개월 15% 무관세

5
오이 및 피클- 

신선 또는 냉장
070700000000 5월~8월 4개월 15% 무관세

7 오크라(okra) 070999200000 6월~8월 3개월 15% 무관세

8 수박 080711000000 5월~8월 4개월 15% 무관세

9 9.1~4.30 080719100000 5월~8월 4개월 15% 무관세

 ※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a/sites/sc/en/SCTariffs/Pages/Pages/RosenamaPage.aspx

3.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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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도착 후 세관창고에 하역

❍ 상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며,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및 절차를 

이행함.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으로 이동함.

나. 수입 신고서(Bill of Entry) 작성 및 수입 신고

❍ 수입업체(혹은 통관업자)는 수입 신고서(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

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세

관 문서과(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함.

구분 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 운송장(AWB)
-

화물적하 목록(Packing List) 중량, 포장방법 및 HS코드 명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아랍어 번역본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3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추가 

제출 서류

위생검사서
SFDA 인증서(의약품, 식품의 경우에만 

해당)

보험증명서 CIF의 경우

수입검사 인증서 SASO 적합 인증서(필요 시)

GE 마크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필히 부착

다. 수입 물품 검사

❍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수입금지 품목 여부 및 수입 신고서 기재 내

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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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돼지 및 그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동 성분이 포함되

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

물품 검사 중 수입금지 품목 혹은 이슬람율법에 어긋나는 물품 적발 시 법적 제재

를 받을 수 있음.

❍ 수입 신고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 거부 혹은 전수 

검사가 이루어짐.

❍ 샘플링 검사는 무작위로 행해지므로 수입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함.

특히, 라벨링은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분야로 제품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수출국

으로 돌려보내며, 관련된 추가 인건비, 운송비, 과징금은 수입자가 지불함.

❍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의 경우, 최초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서(C/O) 및 선하

증권(B/L)의 사본이 필요함.

없는 경우, 원산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 받아야함.

  

라. 서류 제출 및 관세 납부 

1) 관세 납부

❍ 검사가 완료되면, 수입 신고서(Bill of Entry) 및 물품 검사 확인증(Clearance Order)에 

서명하여 세관 문서과(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함.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 투자진출 기업들에게는 20%의 법인세가 부과되나, 수입상품

에 대한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음.

관세율 산정은 송장[가격+보험가격+운송비]에 관세(일반적으로 5%)를 부과함.

❍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 완료로 볼 수 있으나, 필요 시 세관 정문에서 세관장의 

지시 하에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관계법령 위반 시,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되면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물품 반출

❍ 수입자는 관세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 가능함.

❍ 단, 수입자가 세관에서 물품 인수 시 송장에 있는 금액만큼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명

하는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