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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보세사 채용 유예 등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도입 ❞

⋘보세공장 제조·가공용 시설재 관세감면…E/C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도 구축⋙
⋘관세청,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을 유예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도 완화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월6일 인천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문 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 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도입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9%를 차지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社)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자금 등을 고려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을 유예
하고,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도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수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시설재(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법」제93조). 관세청은 해당 관세감면 조항 신설 시 약 310억 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 보세공장의 화물 이동단계에서 사전 신고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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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p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난해 일반 수출신고 건수는 2015년 대비 6.8% 증가에 그쳤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 늘어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 18개)한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 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사업본부 배송정보를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를 위해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빠르게 처리하는‘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고, 동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건으로 일괄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
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ASEAN 등 新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 대응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관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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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보

면제요건 완화, 법규준수도 낮아도 담보제공 면제 가능 ❞

⋘관세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3월부터 담보 면제자격 확인 유효기간 폐지…담보면제자 용어도 통일⋙

중소 수출입기업이 좀 더 쉽게 담보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 면제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규준수도가 낮아도 담보제공 면제가 가능해졌고, 담보 면제자격
확인 유효기간도 없앴다.
관세청은 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 면제제도는 ▲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 2년 미만인 자,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수리 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먼저 현재‘담보생략자’와‘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는 담보면제자의 용어를
‘담보생략자’로 합쳐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담보생략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를
말했으며,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AEO업체 등)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하는 자를 의미했다.
또한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 면제자격의 유효기간(담보생략자: 1년, 담보특례자: 2년)을
폐지함으로써 1~2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했던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없앴다.
아울러 그동안 법규준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 면제가 가능했지만,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규준수도는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해 수출입 신고정확도 등 법규 준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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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한편 그동안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담보 면제가 가능했는데, 담보 면제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변경해 해당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이 담보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 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체납 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
(약 61%, 약 6,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에 해당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자 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참고로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은 가격 변동 폭이 커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품목).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담보 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담보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이젠 재반입 없이 바로 수출입신고 가능 ❞
⋘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그동안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이나 보세공장 등(장외작업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2월15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장외작업장에서 통관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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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동 고시 제24조(장외 보세작업)에 따라 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보세
공장 및 기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여기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
으로 재반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및 폐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관세법」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에 신설된 매각절차 관련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운영인은 ▲반입신고서, ▲반출통고서,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위험도 낮은 물품도 ‘AI 심사 대상’에 포함 ❞

⋘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도 즉시 반출 허용 ⋙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앞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물품 외에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전자통관심사(AI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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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예고했다.
먼저 수입통관 관련 업무량을 줄이고, AEO 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AI 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AEO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거래형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AI 심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AI 심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만 즉시 반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세화물의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
물품에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검사대상 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나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로 진행하는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 검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검사(전량, 발췌),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 검사
(협업, 방사능)로 검사방법을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 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SOFA협정 적용 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통관 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의 신고인 통보(제26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v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1, E-mail: adwlim@korea.kr, FAX: 042-481-7819)

❝

국수·김치 등 82개 품목,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추가 ❞
⋘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증명 취약군 식품류 재검토 ⋙
⋘ 관세청,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원산지 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국수(HSK 제1902.19-1000호), ▲김치(HSK 제2005.99-1000호),
▲당면(HSK 제1902.19-2000호) 등 82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월26일 입안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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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간이발급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함으로써 원산지를 입증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증명에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HS 10단위 기준으로,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82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v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042-481-3211, E-mail: jsmarch@korea.kr. FAX: 042-481-7753)

❝희귀질환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치료제 관세 면제❞

⋘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감면대상 품목도 지정 ⋙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의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aHUS는 온몸의 미세(微細)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발생해
뇌졸중, 심장마비,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 제4항 관련)’
제2호 나목(11)에“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추가했다.
한편 5월 1일부터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등도
정했다. 이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 ‘[별표 1] 법 제8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 제2항 관련)’을 신설하고, 레이더기기(HS 8526.10), 항행용
무선기기(HS 8526.92) 등 177개 물품을 정했다.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수리용 원재료 중「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품목은
2021년까지 100% 관세를 감면한다. 2022년부터는 매년 감면율을 20% 축소한다.
개정 전 감면율은 ‘100%(2018년)→ 80% (2019년)→ 60%(2020년)→ 40%(2021년)→
20%(2022년)→ 0%(2023년)’였으나, 개정 후 감면율은 ‘100%(2019년 5월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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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022년)→ 60%(2023년)→ 40% (2024년)→ 20%(2025년)→ 0%(2026년)’로 바뀐다.
이 외에도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대상 물품,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정했다.

❝

올해 팥·녹두 시장접근물량, 9,900톤 늘린다 ❞

⋘ 기재부,「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팥·녹두 등 15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톤에서 2만4,594톤으로 늘리는
등 15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올 12월31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15일 입법예고했다.
이 밖에 보리는 3만 톤에서 1만3,000톤 늘린 4만3,000톤으로, 맥아는 4만 톤에서
16만 톤 늘린 20만 톤으로, 참깨는 6,731톤에서 4만3,269톤 늘린 5만 톤으로 각각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해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다.
v 기재부 산업관세과(☎ 044-215-4434, E-mail: rhkstp@korea.kr, FAX: 044-21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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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특송물품 수입신고 시

2월28일 전국 세관에 안내했다.

품명·규격·상표 확인해주세요”

이 지침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출신고란 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 인천세관, 4월부터 의류·신발 등

첨부서류로 동 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 제출

소비재 심사 강화⟫

해야 한다.

최근 특송으로 반입·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상표·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대상품목은「수출입 공고」‘[별표 2] 수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

제한품목’중 66개 철강제품이다.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가격 적정

신고 처리는 100% 서류심사로 이뤄지며,

여부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통관 심사에

수출신고란

지장을 주고 있다.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동 협회 수출승인서의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신고 시 품명·규격·

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수출통관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신고인 기재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서류 제출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계속 기재해야 한다.

및 검사 등으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의

한편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2월11일 당부했다.

kosa.or.kr)를 통해‘對美 및 對EU 철강재

구체적으로 인천세관은 4월1일부터 의류·신발·

수출업무 승인 요령’을 공고했다.

사항의

철강협회도

철강협회

2월28일

수출승인서

홈페이지(www.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를 중점적으로

해당 공고에 따르면, 수출 승인을 얻으려는

심사할 예정이며, 필요시 주문내역서, 반입

자는「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인

경위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출승인(신청)서’에 ▲한-미 및 한-EU FTA

* 인천세관 특송통관3과(☎ 032-722-4899)

원산지증명서 1부,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L) 1부, ▲인보이스(Invoice) 1부, ▲선하증권
(B/L) 1부, ▲신청제품 및 소재(HS 7206~

對EU 철강제품 수출신고 시

7306)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철강협회 승인번호 기재하세요

각 1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관세청, 對EU 한국産 철강제품 수출쿼터제

1부를 첨부해 철강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행 관련 지침 안내⟫
최근 개정된「수출입 공고」로 3월4일부터

무역위, 스테인리스 스틸바 및

철강제품(HSK 6단위 기준: 66개 품목)이

비도공지에 반덤핑 결정

對EU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EU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제385차 회의서 2건 반덤핑 판정⟫

받아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2월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이에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對EU 한국産 철강

대만·이탈리아産

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對EU 수출제한

중국·인도네시아

철강제품의 수출통관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Uncoated Paper)에 대한 반덤핑 판정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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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발생했다.

무역위는 먼저 대만·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국내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대만産에

(2019년 5월)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

9.47~18.56%, 이탈리아産에 10.21~13.74%의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현지실사(2019년

3~5월),

공청회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EU, 조세 비협조국 명단서 한국 제외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조세회피처 꼬리표 뗐다”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

⟪기재부,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원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대만·이탈리아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

産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수준이다.

마침내 우리나라가‘조세회피처’라는 꼬리표를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뗄 수 있게 됐다.

「관세법」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

기획재정부는

3월12일

EU

경제재정이사회

이탈리아産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ECOFIN)가 우리나라를 EU 조세 분야 비협조국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명단(EU 리스트)에서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판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업종별

또한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부품용 이탈리아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를

産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

감면해줬는데, EU는 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최종 판정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를‘조세분야 비협조국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for tax purposes)’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완전히

제외하기로

이후 우리나라는 2018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아울러 중국·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약속하고‘제도 개선 약속지역(gray list)’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명단에 포함됐었다.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상반기 연구용역,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관계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실효성을 검토했으며, 8월엔 외투 법인세 감면을

국내

산업피해

폐지하고 新성장산업·투자·일자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기간(2015~2018년

한‘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 동안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

이어 지난해 12월24일「조세특례제한법」을

했으며,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

개정하면서 해당 제도는 올 1월1일 폐지됐으며,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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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로 했다.

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기재부는“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EU 측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시험비·

통보함에 따라 ECOFIN이 우리나라를‘제도 개선

상담비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속지역’명단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앞으로 내·외국자본 간

올해는 1~3차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580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심화교육에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한 250개社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1,057개社의 중소기업을

신한·부산·하나은행 ‘금전담보 납입

선정해 2,767건의 인증 획득을 지원했는데,

금융기관’으로 지정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 기업은 유럽 CE 인증을

⟪관세청,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 지정 공고⟫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획득해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받아

KEB하나은행이

인증을 획득하기 전보다 수출이 2,896% 증가했다.

‘금전담보 납입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B 기업은 중국

관세청은「관세법」제24조 및「관세법 시행령」

CCC 인증을 획득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한은행, 부산은행,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하나은행을 담보로 금전을 납입하는 금융기관

전보다 수출이 5,233% 증가했다.

으로 지정했다고 3월11일 공고했다.

올해는 CE, FDA, CCC 등 393개의 해외규격인증을

참고로「관세법 시행령」제10조(담보의 제공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용의

절차 등) 제2항에서는“금전을 담보로 제공

일부(50% 또는 70%)를 1억 원 한도 안에서

하려는 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

지원한다.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

있도록 기존의 수출국가 외에 새로운 수출국가를

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척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수출국가 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성공의 지름길, 해외규격인증

또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획득에 107억 원 투입

위해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 준비사항을
비롯해 기술 문서 작성과 관련된 심화 교육 후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인증 획득을 지원해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할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계획이다.

올해 830개 중소기업에 107억 원이 투입되는

이와

등 해외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해외규격인증 획득

기업이 수출국가 수를 확대하고, 독자적으로

지원 사업’1차 모집 공고를 했다고 3월7일

해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전했다.

시키는 한편,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은 수출 대상국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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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화되도록 밀착

1억5,000만 달러로 중국(14억4,000만 달러)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2억5,0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였다.
캄보디아가 2010년부터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한류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화장품,

‘기회의 땅’ 캄보디아, 규제 적어

식음료,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해외 투자처로 급부상

기업이 많다.

⟪무협, ‘아세안의 기대주, 캄보디아에서 찾
는
수출 기회’ 보고서 발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월11일

박카스를 필두로 음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아세안의 기대주, 캄보디아에서 찾는 수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료 수출 3위 대상국으로

기회’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의 성장잠재력에

부상했다.

대해 발표했다.

무협 관계자는“캄보디아는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는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없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신고와 동시에

필요하다”며,“다만 숙련 노동력 부족, 취약한

투자가 자동 허용되고 외국기업의 100% 출자도

인프라,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갈등 등 투자

가능하다.

리스크도 있는 만큼 잠재력과 한계를 꼼꼼히

특히 캄보디아‘국민음료’로 자리 잡은 동아 ST의

따지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美 달러화가 자국 화폐로 대체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진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 리스크 부담이 없는 것도

“올해 유럽은 우리 기업의 기회시장

특징이다.

될 것”

아울러 캄보디아정부로부터 투자 적격 프로젝트
(QIP) 승인을 받으면 최대 9년간 설비와 원·

⟪KOTRA, 노딜 브렉시트 관련 전략회의 열어⟫

부자재 수입관세 및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KOTRA는 3월8일 영국 런던에서 유럽지역

있어 수출에 큰 기회로 작용한다.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초읽기에

임금수준이 낮은 것도 큰 잠재력 중 하나다.

들어간 브렉시트 기한(오는 3월29일)을 앞두고

올해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

유럽시장의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 및 선점에

로, 인접한 태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대해 강조했다.

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이

지난해 對EU 수출은 576억8,000만 달러로

풍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ASEAN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나 브렉시트 등

특히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이어서 미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EU·일본 등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당장 2월 對EU 수출은 8.5% 감소해 4개월 연속

있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다.

수출증가세가 끝났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최혜국대우(MFN) 관세 적용,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잠재력을 알아본 중국,

통관지연, 수출계약 불이행, 인증 문제,

일본 등 경쟁국 기업이 앞 다퉈 진출하는 가운데

금융거래 불편 등 우리 기업의 애로가 상당할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고 전했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고정자산 투자액은

KOTR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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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브렉시트 애로 총력대응, ▲5대 수출

현재「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유망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

대한

(스타트업 진출) 유럽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라

연계 및 현지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을
제시했다.

中 전자제품 유해물질 인증절차
축소 등 해외 기술규제 15건 해소

대만·이탈리아産 STS Bar

⟪기표원·식약처, WTO TBT 정례회의 참석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해외 기술규제 협의⟫

⟪기재부, ‘3월15일’에서 ‘5월15일’까지로
두 달 연장 ⟫
대만

및

이탈리아産

그동안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던 각종 해외
스테인리스

기술규제 등이 해소된다.

스틸바

(Stainless Steel Bar, STS Bar)에 부과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2019년

기획재정부는「관세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따라 애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 3월15일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 수출에

까지였던 대만 및 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걸림돌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스틸바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3월16일

당사국과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3월11일

부터 5월15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대해 1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6건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HSK

이의를 제기했다.

제7222.11-0000호 ,

제7222.19-0000호,

이어 해외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의를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

실시한 결과 유럽 등 8개국 15건의 규제

하는 것)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또는 직사각형(횡단명이 직사각형인 것 :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께 25mm 이상 150mm 이하, 너비 150mm 이상

먼저 EU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

600mm 이하)인 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가운데

효율분야 규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측이

구멍이 있는 것,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자동차 엔진

중국은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밸브용 내열강으로서 EN 규격 X50CrMnNiNbN21-9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21-4NNbW)에 따른 것, ▲콘크리트 보강용

적합성을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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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그 밖에 캐나다·태국·걸프지역표준화기구

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GSO)·인도·페루 등도 우리 수출기업을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와 체질을

괴롭히던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표원은 이번 협상결과를 수출기업이 즉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감소세가 이어지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정보를 신속히

기업현장을 찾아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이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을 마련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했다.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수출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방침이다.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 원을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마케팅을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결과를

위해 3,5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또한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 외에도

수출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규제당사국 직접 방문협상 또는 해외 규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수출기반을 확충할

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中 대외개방 확대로 늘어난 수출 기회

무역금융, 235조 원 확대

자생력 높여 경쟁해야

수출기업에 ‘단비’ 될까?

⟪무협,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산업부, 현장 의견 반영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위협’ 보고서 발표⟫

발표⟫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앞으로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중국시장 활용 필요성이

은행 돈 쓰기가 수월해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월4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4일 개최된‘제9차 경제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 직구 활성화 등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개방조치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이번 대책은 美·中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의 관세율 인하다. 전체 품목의 38%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3,252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난해 7월과 11월 인하됐고, 한시적으로 낮은

지원 및 정부·지자체·수출지원기관의 수출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이 올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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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우리 제품이 인도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APTA, 2,191개)과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도

품목별로 각기 다른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품목별로 낮아졌다.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월5일 발표한

철도·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선박 등

‘품목별 對인도 수출경쟁력 및 수출애로요인

제조업, 금융·유통 등에 걸쳐 22개 항목의

분석(KIEP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제한을 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對인도 9개 수출품목군에 대한 수출경쟁력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악화요인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허용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

전자기기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플라스틱은

2022년과 2021년에 완전 개방하는 일정을

일-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자동차 및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부품은 인도정부의 생산현지화 정책, 철강·유기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해외 직구

화학품은 비관세장벽이 수출 악화요인으로

활성화 조치도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

나타났다.

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인도 수출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한 설문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에서도 기계류(43.1%)와 전자기기(47.8%)는

시작한 국제수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과당경쟁에 의한 수요 감소’, 철강제품은

바이어 수와 거래실적을 공개해 중국의 수입

‘현지시장 발굴 한계’(38.1%), 자동차 부품·

실행능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정밀기계는‘신규 수출시장 발굴에 따른 인도

한편 낮아진 중국 진출 문턱으로 외자기업과의

투자 저하’(32.0%)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관세 인하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계 및 전자기기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경쟁 심화 속 틈새수요 발굴, ▲플라스틱 및

낮아지게 된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등 1,408개

자동차 부품은 한-인도 CEPA 개선협정을 통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도는 21.5%에 불과한

관세 인하, ▲철강 및 화학·고무 제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 간 협상 등

무협 관계자는“우리 기업은 개방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진입전략을 제시했다.

중국경제 활성화가 제공하는 수출 확대기회를

특히 금속가공기계, 전동기·발전기, 자동차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며,“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합성고무제품 등은 2010~2017년 세계

개방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 더욱 치열하게

시장에 비해 인도 수출이 크게 부진해 장벽

경쟁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요인을 해소한다면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했다.
무협 관계자는“글로벌 시장에서는 약진하는

인도시장 공략법,

반면 인도 수출이 미진한 품목은 세부적으로

품목별 세분화 전략에 있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품목별로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관세·비관세장벽 완화를

⟪무협, ‘품목별 對인도 수출경쟁력 및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애로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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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동향

한·터키 AEO MRA 3월1일부터
전면 이행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 원
(검사비용: 49억 원, 해외공인비용: 53억 원)에

⟪경제효과, 연간 약 102억 원 수준…

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 절감도 기대⟫

물류비용 절감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월1일부터 한·터키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한편 지난해 기준 터키는 우리나라의 18위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수출대상국(건수: 6만1,797건, 금액: 60억 달러)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으로,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011년 10월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4년 6월 최종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베트남,

서명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들어간다고 2월28일 밝혔다.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해 우리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그동안 양국은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회의에서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참고로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 검사비율

혜택제공 절차 등을 논의해왔다.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81개국이

이후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 제도다.

열린‘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수출입
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아울러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한·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양국 AEO 수출입업체는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약정을 말한다.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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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Q&A (105)

【수입·FTA·원산지】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î 해외 직구 소액면세 관련

[관세법]

해외 직구 시 150달러 미만 소액면세 규정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국내에서 물품 구매 시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세관에서 또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것은 이중부과 아닌가요?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는 물품의 세율에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나,「관세법」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자가사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즉 150달러 미만의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직구 물품(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관세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수입재화의 면세

î 해외에서 사용한 면세점 물품의 과세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서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

되는 것으로,

사용한 경우 새 제품이 아니라도 과세대상에

▸문의한 직구 물품에 대해 위 규정에 따라

해당되나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또한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구매자가

600달러이며,

대행업체에 지불한 가격은 국내에서 관·부가세가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

부과되기 전의 수입물품 그대로의 수입물품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가격과 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매

까지 기본 면세범위에 관계없이 면세합니다.

대행업체는 해당 구매 건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또한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대해서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며, 구매자는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신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등 신변용품 또는 신변장식용품의 여행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품 중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내의

▸구매대행의 경우 국내에 도착한 수입물품

물품은 기본 면세범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

에는 누구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며,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되는 시점에서 수취인이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여행 중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사용하던 물품을 여행기간 중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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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했다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 면세점,

①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해외에서 구매해 여행 중 사용한 물품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 여행자 1명당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따라서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이하인 경우 영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면 입국 시 여행자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96조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
한다.②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î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11번란에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Gross Weight’ 대신 ‘PCS’ 형태로 표기

품목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세트가

해도 되나요?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가격 중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8조에 따른 기본 면세범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 11
번란은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 중량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습니다.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6호의 물품
2.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수출·보세·환급·기타】

3.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4.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î 휴대품 자진신고 시 간이세율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개인 휴대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단일 간이세율과 물품별 간이세율로 구분

î 휴대물품 반출신고

하던데, 이 둘의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해외
여행을 갈 때 가져가려 합니다.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미화 600달러를 면세한 후

세관에서 명품 가방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합산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있나요?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가 적용되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물품은

문의한 내용은「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단일 간이세율 비적용),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통관에 관한 고시」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제26조(단일 간이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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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
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문의한 내용은「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기간 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해 ‘휴대물품 반출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 입국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

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또한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여행 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해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

반출 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 등”

경우에 한해‘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
하여야 한다.

▸즉 출국 시 출국장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

입국 시에도 세관장에게 자진신고를 해야

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
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î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해 수출신고 1건이

A와 B 선적서류에 각각 2개의 물품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분할수출신고가 가능

기재돼 있는데, 부피상의 이유로 실제 포장 시

하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A 선적서류상의 2개 물품과 B 선적서류상의

동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습니다.

1개 물품을 하나로 포장하고, 나머지 B 선적

▸즉 A, B 수출신고 2건으로 진행하되, B 건의

서류상의 1개 물품을 별도로 포장하려 합니다.

1개 품목을 A 수출신고 건과 동시 포장한 후

이러한 경우 세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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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에 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기재하고, 선사 등을 통해 적하목록에도 반영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하기 바랍니다.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

î 피조개 종패의 환급 가능 여부

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

피조개 종패(種貝)를 수입해 어장에서

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1~2년 양식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

이러한

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경우도「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위 규정에 따라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돼야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로

관련 규정:

볼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다만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특례법]

의한 성장, 번식 등은 「관세환급특례법」상의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한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피조개 종패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 위의 내용은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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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품분류

î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
약 1.7%, 철 약 0.7% 로 구성됨

o 품명: Fronzen squid fillet

용도: 자동차안전벨트용 리트랙터
품목번호: 제8708.29-0000호

물품설명: 대왕오징어(학명: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

î 품목분류 변경고시

o 품명: Fresh frozen squid fillet
물품설명: 대왕오징어(학명: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품목번호 변경전: 제0307.49-1020호(HS 2012)
변경후: 제0307.43-2090호(HS 2017)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o 품명: Oilfish, frozen(기름갈치꼬치
(기름치), 학명: Ruvettus pretiosus)
물품설명: 기름갈치꼬치(기름치, Ruvettus
pretiosus)를 냉동한 것
용도: 사료 등*
* 기름치 식품원료로 사용금지(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2012.3.1. 시행)

o 품명: SPOOL TYPE A, PSR200-0008

품목번호: 제0303.89-9099호

물품설명: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용SPOOL
품목번호 변경전: 제7616.99-9090호
변경후: 제8708.29-0000호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o 품명: FILTER, HEPA; MS2(1059333-00-D)
물품설명: 필터용 원단(활성탄을 함침시킨
부직포)을 재단하고 주름지게 절곡하여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결합시킨 것으로,
자동차 공기조절 시스템의 교체용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o 품명: Excava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
61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

곧바로 특정 모델의 자동차에 장착되도록 설계

61N6-10061; CHINA

제작된 소모성 부품임

물품설명: 굴삭기의 붐(Boom)과 버킷(Bucket)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①,②굴삭기의
붐 좌우측면의 일부를 구성, ③굴삭기의 붐 상부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암(Arm)을 작동용 유압실린더의
거치(장착)대 역할, ④,⑤굴삭기의 버킷 좌우
측면부의 가장자리에 결합되어 버킷의 일부를
구성 및 일부 토양절삭 기능 수행
품목번호 변경전: ①~⑤ 제7326.90-9000호
변경후: ①~⑤ 제8431.49-9000호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품목번호: 제8421.39-9099호

o 품명: CE SPOOL 110601 ; 1110601-AD0
물품설명: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
actor)*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웨빙(끈)을 고정
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임
* 리트랙터(retractor): 안전벨트 웨빙이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로서 회전부와 고정부로 구성됨

[재질] 알루미늄 약 85%, 규소 약 10%,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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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해설

구매자가 임차해 판매자에게 무상 대여(貸與)한
기계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구매자가 임차해 판매자에게 무상대여(無償貸與)한 기계의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해 공급한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장소까지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엔「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동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산출한 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③
구매자가 생산한 경우엔 생산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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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자가 임차해 판매자에게 무상대여한 기계의 과세가격 결정
【 거래도 】

[ 거래 내용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OOO을 계속적으로 수입한다. 해당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를 자국의 리스회사를 통해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대여하고 있다.
▸ 해당 기계는 구매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한 것으로 그 리스대금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기계의 인도장소는 판매자의 주소로 돼 있다.
[ 질문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대여한 기계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가?
[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위 사례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대여한 기계는 수입물품인 OOO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산요소인 공구, 금형, 다이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해 무상대여한 기계의 비용인 구매자가 부담한 리스대금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해설 】
위 사례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를 구매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해 판매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무상대여한 기계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수입물품 과세가
격 결정 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제공한 때에는 그 무료 또는 인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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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해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 따라
조정한 가격임을 규정하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가산하는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를 위해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비용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소의 가격과 관련해 수입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특정한 비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요소의 가격은 취득비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매자가 구매하거나 임대해
제공된 요소들에 대한 가산금액은 해당 구매비용 또는 임대료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적절하게 배분된 생산지원 가격을 가산한 가격임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생산지원(assist)이란 용어는 미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해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의미하며, 생산지원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생산지원을 임차하는 경우 생산지원가격은 임차비용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구매자 B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를 자국의 리스회사를 통해서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대여하므로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는 수입물품의 생산지원이
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생산지원용인 구매자가
부담한 리스비용과 이를 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

▶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생산지원을 임차하는 경우 생산지원 가격은 임차비용에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병 용｜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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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실무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절차 안내 (1)

수출입 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이하‘운송수단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출업체의 경우 비인가된 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위험물이나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적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봉인을 관리하고 봉인의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기록하고 이상상황에 대하여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와 안전성 유지절차에 대한 각 영역별 실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안전관리기준

실행내용
■ 수출입업체는 화물 출고담당자를 적입담당자로 지정하고, 기타 업체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지정된 담당자만이 화물 적입작업을 실행 통제해야 한다.
■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경우 허가된 물품 외 다른 물품이 적입
되는 일이 없도록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장소 또는
경비인력이 감시하는 지역 등 특정장소로 적입장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적재오류방지)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를 보관하는 경우 인가받지 않은 물품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CCTV로 감시가 가능한 지역 또는 경비인력이

컨테이너와

감시하는 지역을 보관장소로 제한하여 운영해야 한다.

적입지점

트레일러에

■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경우 관련서류(상업송장,

안전관리

인가받지 못한

포장명세서등)에 근거하여 물품의 명세, 중량, 수량 등을 현품과 비교

및

물품이나 사람이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봉인하여야 한다.

무결성유지

침입할 수 없도록

■ 업무담당자는 화물이 적입된 운송수단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신원확인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과 같은 신분증과
비교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신원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화물 적입 시에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상유무 확인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 업무당당자는 운송수단을 Tracking and Monitoring 절차를 마련하여,
화물의 이동상황, 현재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인지 및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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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물품을

■ 선적물품과 적하목록 정보를 일치시키고 물품정보를 정확하게 기술

적하목록 정보와

하여야 하며, 중량, 라벨, 표식, 수량을 기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일치시키고,

-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선사,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물품 정보를

Invoice, Packing List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선적의뢰 시(B/L 발행 전)

정확하게 기술

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적입물품
수량 등
확인

중량, 라벨, 표식,
수량을 기록하고
검증해야 한다.
물품을 적입하는

■ 선적물품과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를 대조 검증하여야 한다.

업체는 적입물품을

- 물품출고시점에서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 검증하여야

구매주문서 또는

한다.

운송의뢰서와
대조 검증하여야
한다.

물품을 적입하는
업체(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보유한 경우)는
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지역에
울타리를 설치
물품

하여야 한다.

취급시설

■ 물품을 적입하는 업체(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보유한 경우)는
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울타리는 비인가된 사람의 침입이나 물품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적정한 높이 2.4m 이상, 울타리에 철조망/감시카메라/동작감지센서
설치 등)
※ 공인기준 4.6.6에 따라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에 경보장치, 감시
카메라 설치 또는 경비인력 배치 등으로 비인가된 사람이나 물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및
보관지역
무결성유지

물품을 적입하는

■ 물품을 적입하는 업체(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보유한 경우)는

업체(물품취급시설

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둘러싸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및 보관시설을

여부를 주기적(최소 주1회 이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보유한 경우)는

- 울타리의 틈이나 구멍 등 흠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유지

모든 울타리의

하여야 한다.

무결성과 손상여부

- 흠결을 확인한 경우 직접 또는 임대인을 통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를 주기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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