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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관세청, 최우선 과제로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 설정

❞

⋘‘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열어 관세행정 과제 논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2년 만에 열렸다.
관세청은 5월15일 서울세관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관한
민간위원들의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관세청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부터 재점검했다.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해 관세행정 실질화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를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해 추징·단속실적 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방향을 재정립했다.
관세청은 올해 중점과제로‘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으로는 수출입업체·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맞는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Smart Customs’기반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
사회안전 중심의 통관체제 개편 등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으며,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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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30일→ 15일’ 단축

관세청,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5일(기존 30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급증해 품목분류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사후추징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4월 22일「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수출물품에 한해 기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까지만 심사하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한국産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K) 10단위까지 심사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됐다.
통신기기를 예로 들면, 해당 기기의 6단위 HS 코드는 제8517.62호인데, 국내 기준 10단위는
33개[ex.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로 세분화
돼 있어 품목분류 결정까지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사 신청 건수만 해도 약 4,500건에 달했다.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체크)’
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품목분류를 재심사 중인 결정사례가 공표돼 미확정 품목분류(저세율)를 신뢰한
업체가 재심사에서 변경된 품목분류(고세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면 사후추징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사 신청기한(사전심사 통지 후
30일)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확정된 결정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제도 도입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 우리 기업이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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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목재펠릿 등 수입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
⋘관세청·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 안내⋙

올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의 무작위 규격·품질 단속이 이뤄진다.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대한 통관 전 규격·품질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작위로 이뤄지며, 품질검사 후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목재 수입·유통업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목재
생산업의 등록 등)에 따라 목재 수입·유통업을 등록하고, 동법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에 따라 통관 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 통관·판매·유통·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서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 단속도 이뤄진다”며,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v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 481-4205)
【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절차 및 방법 】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및 자체검사 공장 지정서 유효기간(3년) 확인
- 결과 통지서 및 지정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자체검사 공장 지정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품 검사한 결과(최신 결과) 확인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혹은 자체검사 결과의 적절성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및 자체검사 결과의 규격·품질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결과 통지서 및 자체검사 결과와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확인
■ 현장 측정 및 시료 채취
- 각 제품의 치수(두께 × 폭 × 길이) 측정 시 기준 부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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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 즉시반출 허용 ❞
⋘AEO 업체 수입물품 외 위험도 낮은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시행⋙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물품
외에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전자통관심사(AI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5월20일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만
즉시반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세화물의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즉시반출 제도는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해 수입신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통관 관련 업무량을 줄이고, AEO 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AI 심사 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AEO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거래형태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만
AI 심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AI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검사대상 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나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로 진행하는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 검사체계를 구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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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SOFA협정 적용 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개정], ▲통관 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의 신고인 통보
[제26조(통관보류) 개정],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4

관세법인 대유

❝

6월

www.daeu.co.kr

불법 폐기물 수출 빈번 폐기물 수출입 시 ‘환경부 승인 必’ ❞
⋘관세청,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및 대상 물품 안내⋙

최근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른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항만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불법 보관·방치된 폐기물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환경부와 함께 불법 폐기물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협업검사와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및 대상 물품 등을 5월15일 안내했다.
먼저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출입요건을 갖춰야 수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주로부터 수출입신고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화물이 폐기물일 경우 현품과
환경부승인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이 승인을 받은 물품과
다르거나 미승인 물품으로 의심되면 관할세관 통관·화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입신고 대상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분진, ▲소각재, ▲연소 잔재물, ▲폐목재류, ▲폐섬유,
▲폐금속류, ▲폐유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만으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제도 개요 】
구분

허가 제도

법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6조 및 제10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대상

바젤협약 A 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86개 품목

허가대상 외의 25개 품목

절차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
관련국의 수출입 허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신고

신청기관
허가·신고
관할구역
수출업자
요건
수입업자
요건

신고 제도

허가

및

유역·지방환경청
(수출) 배출 사업장 소재지 및 보관장소
(수입) 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지자체·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 취급자(직접 수입·처리) 및 일반인(폐기물 취급자에게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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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
⋘해외 배송·구매대행 업체 통한 구매 시에도 반드시 입력해야⋙

올 6월부터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하려면‘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으면 주문(결제)서를 작성할 수 없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구매 시에도
통관되지 않고 구매업체에 다시 반송된다.
관세청은 결제 금액 및 목록통관 여부와 관계없이 6월부터 해외 직구 시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시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중
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주요 해외 배송·구매 대행업체는 대부분 주문서 및 배송신청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

(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호체계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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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태리産 STS Bar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 최대 18.56% 부과

❞

⋘기재부,「대만·이태리産 STS Bar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제정·시행⋙
대만 및 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 STS Bar)에 5년간
9.47~18.5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5월16일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
플랜지, 전자금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HSK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
-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횡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 25mm 이상 150mm 이하, 너비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것,▲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4NNbW 규격
인 것,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3-8N 규격인 것,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 4N 규격인 것,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2N 규격인 것,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40B 규격인 것,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15M 규격인
것으로 황(S)함량이 10ppm 이하인 것, ▲자동차 가스센서용 AISI 430F 육각봉으로서
BOSCH F028X50124 규격을 충족하는 것, ▲자동차 솔레노이드 밸브용 430FR 강종으로
서 max 398A/m coercive field strength Hc 자력성 규격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
한편 잠정조치 기간(2018.11.16.~ 2019.5.15.)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시행령」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덤핑방지관세로 소급해 대체된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대만

이탈리아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9.47

지엠티시(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 및 그 관계사

18.56

그 밖의 공급자

13.14

발브루나(Acciaierie Valbruna S.p.A) 및 그 관계사

10.21

꼬네(Cogne Acciai Speciali S.p.A) 및 그 관계사

13.74

그 밖의 공급자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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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벗어난 ‘적도기니’ 특혜관세 대상 제외

❞

⋘부탄·바누아투 등 5개국엔 특혜관세 적용 시한 설정⋙
⋘기재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연합(UN)이 아프리카의‘적도기니(Equatorial Guinea)’를 최빈개발도상국 리스트
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도기니를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1971년부터 최빈개도국
기준을 만들어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마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양허대상 품목은 지난해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이다.
참고로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UN의 결정에 따라 동 규정‘[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부탄(2023년 12월 12일까지),
▲바누아투(2020년 12월 4일까지), ▲솔로몬제도·상투메프린시페(2024년 12월 12일까지),
▲앙골라(2021년 2월 11일까지) 5개국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했다.
한편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1,025달러 이하인 국가 등을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며, 1인당 GNI가 1,230달러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목록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동 규정 개정안을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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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경도측정기 등
34개 품목 추가 예정 ❞

⋘펌프 및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은 제외…총 95개 품목 운영⋙
⋘기재부,「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은 제외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거쳐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기존 총 121개 품목에서
26개가 줄어든 95개 품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고로「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4호에서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4항 제1호 및 [별표 1의2]에서는 관세가 감면
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100분의 80)로,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여부 및 이유, 참고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E-mail: ntczzang@korea.kr, FAX: 044-215-8075,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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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인도로 수출하신다고요?

기관을 통합하고, 지난해는 사전심사규칙을

사전심사제도 활용하세요!

하나로 통합했다. 또한 2022년까지 협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의 이행을 완료해야 해

⟪사전심사제도 활용 시 품목 오분류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관세 추징 피할 수 있어⟫

뉴델리무역관은 인도의 사전심사제도는 인도 내

⟪ 한-인도 CEPA 양허세율 적용 시 세관마다

법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인도 내

품목분류 달리 적용 주의⟫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수입자 혹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이행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Single Window

경우가 많다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SWIFT)

수수료(2,500루피)와 신청서 사본 4통을

및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각 지역 사전심사사무소에 제출하고 관할지역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소가 이를 허가하면 심사를 진행한다고

KOTRA 뉴델리무역관이 5월8일 소개했다.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는 심사 참고자료를 인도 세관당국에

뉴델리무역관은 인도가 13개 세관을 독립 운영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고, 세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통관환경이 불확실하다며, 인도정부가 이 같은

또한 인도에 신규 진출 혹은 신규 품목을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운용

하는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해당 품목의

하지만, 지역별로 제도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하면, 품목 오분류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보에 따른 관세추징 사례를 피할 수가 있다

참고로

사전심사제도란

고 안내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통관환경,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도는 같은 관할 세관지라도 항구 및 공항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수출자나

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원에 따라 품목분류를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수출 희망품목의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을 사전에 심사받고

관할지 내 모든 통관지에서 같은 품목분류로

그 심사 내용이 실제 통관 시 구속력을 갖는

적용받는 구속력이 있어 사전심사를 통해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는 ▲국제무역 관련은‘관세통관(Customs)

다만 인도「관세법」상 사전심사는 신청 후

사전심사제도’, ▲물품의 세금 관련은‘중앙소비세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Central Excise) 사전심사제도’, ▲서비스 세금

실제로는 3~4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고,

관련은 ‘서비스세(Service Tax) 사전심사제도’

우리나라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 품목분류

로 나눠 시행하는데,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모든 세관에 적용하지만, 인도

모든

는 심사가 진행된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한

신청은‘Customs

사전심사제도’를

지칭한다.

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정부는 2016년 4월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또한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비준했으며, 2017년 3개로 나뉘었던 사전심사

통관할 때 추후 통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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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관이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 양허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VISA·

적용을 받지 못해 관세를 사후 추징당하는

MASTER 등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핀테크 산업의

이에 KOTRA는 해당 세관에 원래의 품목분류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당하다고 관련 데이터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업무 범위도‘외화 매각’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에서‘외화 매입’까지 확대했다. 한도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로

또한 품목분류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세청이

정했다. 즉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남은 외화

운영하는 FTA-PASS(www.ftapass.or.kr)를 통해

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사라져

중앙회도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통화도 온라인 환전업자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통해 원화 환전 가능⟫

별도로 환전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5월28일부터 시행⟫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하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

경우‘사전신고’하던 것을‘사후보고’방식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에서 물건을

으로 바꿨다.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앞으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소액송금업체에

미리 충전해두면 스마트폰을 사용해 쉽게 결제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에서‘소액송금업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해외여행 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남은 외국 통화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원화로

로 확대했다.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외국환거래법 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5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월21일

무역위, OPP·PET 필름 관련

밝혔다.

반덤핑조사 공청회 열어

구체적으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 올 5·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및 연장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최종판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지금까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産

외화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OPP 필름과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 반덤핑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해당 핀테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크 업체와 제휴한 해외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4월25일 공청회를

로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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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 필름의 HS 코드는 3920.20-0000, 3921.90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는 OPP

-2000이며,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종료를,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6월에는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을

Film)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인장강도, 충격강도, 기계적 강도가 높고,

中·인니·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방습성이 우수하며, 플라스틱 필름 중 비중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요청

가장 낮고 가격도 다른 플라스틱 제품보다

⟪무역위, 구찌·버버리 등 상표권 침해 불공정

저렴해 스낵, 라면 등 식품포장용, 담배,

무역행위 조사 개시⟫

선물포장, 비누 등 비식품포장용, 접착테이프,

⟪ 중국·인니·브라질産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

인쇄합지용, 전선포장 등의 산업용 소재로

‘산업피해 공청회’ 열어⟫

널리 쓰인다.

정부가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한편 PET 필름의 HS 코드는 3920.62-0000,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riented Polypropylene

3920.69-0000으로,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Film, OPP 필름)에 관세부과 연장을 건의하는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한편, 해외 유명상표 제품의 상표권 침해를

등의 특징이 있으며, 높은 치수성, 다양한

조사하기로 했다.

규격 및 두께로 제조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23일 제388차

쓰인다.

회의를 열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産 OPP

또한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

필름에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만이 가진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건의하기로 했다.

투명도 등)으로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

무역위는 먼저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産 OPP 필름은 2013년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다.

12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수입물량이 크

무역위는 OPP 필름와 관련해 2013년 12월부터

게 줄었지만, 중국 등 대상국의 잉여 생산능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덤핑방지관세부과율: 3.48~25.04%, 부과기간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하

5년)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부과조치의

고,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피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것이다.

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덤

PET 필름은 20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할 것을 기재부장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

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부과율: 7.42~12.92%, 부과 기간: 2016.1.13.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 만든 필름

~2019.1.12)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3차

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재심사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2,000억 원 수준이다.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청회

무역위가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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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발전이 속도를 높일수록 한·중 수출경합

8월24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

관계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최종 결정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점차 기술

이와 함께 무역위는 해외 유명 상표인‘구찌’와

집약형 구조로 바뀌어 가면서 세계시장에서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한·중 수출경합 관계가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거나 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기업 2개 社를

대부분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있지만, 전자부품과 가전, 통신기기 등 전기·

무역위는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전자산업은 중국産과 차별화 등으로 오히려

1년 이내에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 물품이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해당 상표권을 침해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만 이들 산업 분야도‘중국 제조 2025’

불공정무역행위

추진 등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산업에서도

수출경합도가 오르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 수출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

한편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産

으로 예상했다.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

KIET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분야에서

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청회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합 관계가 증가

5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하는 만큼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는 지난 2월21일 덤핑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 피해가

최근 5년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조선,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으로 판정해

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 7월 덤핑사실 및

올랐으며, 철강과 자동차, 통신기기 등 대부분

국내산업피해에 대해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KIET는 다만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중·고위 기술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

韓, 中과 수출경합 품목별 전략

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방안을

달리해야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세계적 경쟁 품목 기술우위 전략,

가공단계별로는 우리나라가 부품과 자본재,

상대적 경쟁 품목 편승 전략으로⟫

중국이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서 상대적

⟪KIET, ‘한·중 수출경합 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으로 비교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 발표⟫

중간재 특히, 부품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력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기술 집약형으로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해서 수출을

바뀜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

늘리려면 한·중 분업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관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있다고 조언했다.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KIET 관계자는“분야별로 한·중 간

산업연구원(KIET)은 5월10일 발표한‘한·중 수출

경쟁력 격차를 고려할 때 메모리 반도체 등

경합 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은 기술우위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유지전략을 펼치고, 상대적 경쟁력을 보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추진 등으로 중국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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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편승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美·中 무역협상, 미국의 보복관세

조언도 덧붙였다. 중국 제품은 미국에서

부과로 갈등 격화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産은

⟪ 산업부,‘민·관 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

한-미 FTA 활용 시 평균 0.4%의 관세를 부담

열어 대응방향 점검⟫

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산업계는 이번 관세인상 조치가 둔화되는

결정하면서 美·中 무역전쟁이 한 치 앞을

세계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정부가 5월10일 2,000억

하고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달러 규모의 對中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0%에서 25%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품목·시장별

이번 조치로 중국産 5,745개 품목(자동차 부품,

수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리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의 관세를 인상할

기업이 美·中 무역분쟁의 어려움 속에서

예정이며, 5월10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틈새시장 개척, 新남방·新북방 등으로 수출

하는 품목부터 부과한다.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美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미국의 對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
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체 품목으로는

‘불법복제 천국’은 옛말?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 지재권 보호 나섰다
⟪무협,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미국이 관세인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부는

보고서 발표⟫

5월10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민·관 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에 미치는

‘불법복제 천국’이라던 중국이 달라지고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있다.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 자국 내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對中 관세율 인상이 중국, ASEAN, 미국

지재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등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국무역협회는 4월25일 발표한‘중국 지식

했다.

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중국 지재권 관련 제도의 동향을 분석했다고

무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밝혔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과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우리나라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최근 지재권에 대한

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부담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커진다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도 부정적인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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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의 1심 판결 불복 사건을 심리하기

CITT)가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해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1월 시행된 전자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어 조치대상에서

상거래법으로

아니라

제외하라고 판정했으며, 후판과 스테인리스

온라인 거래 상품의 지재권도 강조한다는

강선 2개 품목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내놨다.

것과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産을 최종조치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하는‘외상투자법’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이에 외교부는 캐나다정부가 그동안 CITT 권고를

부과하고 행정수단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검토했으며, 이번에 권고를 수용하기로 최종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 관계자는“최근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

외교부는 또 우리 제품의 제외를 권고한

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국 스스로도 지재권

CITT 발표 이후에도,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관계자와 양자 면담을 벌였으며, WTO, 한-캐나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캐나다정부가 CITT

발생하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고안을 최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재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자뿐만

정부

관계자는“지난해

3월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産

조치 이후, 나라별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제외 최종 확정

분위기가 번지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에 우려가

⟪후판 및 스테인리스 강선만 세이프가드 조치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터키의 철강

…다른 무역구제도 검토 중⟫

세이프가드 조치종결(5.7.)에 이어 캐나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부과해온 철강 품목의

재무부가 최종 결정에서 우리 제품을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조치에서 전면 제외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제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

외교부는 캐나다정부가 5월10일 후판과 스테인리스

시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기대했다.

내용을 발표했으며, 한국産은 조치대상에서

다만“캐나다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을 검토하는

캐나다정부는 지난해 10월11일 7개 철강 품목에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파악하며 우리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25일부터 TRQ 방식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들어가 품목별로 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이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제한 강화

그러나 올 4월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 재수출 위한 임시 수입도 불가

Tribune,

베트남정부가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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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기계 외에는 다른 용도의

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5월13일 소개했다.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베트남으로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중고기계를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지난해 11월9일 제소에 따라 냉연코일 반덤핑에

할 것으로 보인다.

관한 행정 재심을 개시했으며, 이번 재심은

KOTRA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정부가 올 4월19일

제소기업 측이 2016년 5월24일 최종 판정한

발표한 새로운 중고기계 수입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産 냉연코일에 반덤핑

주요 내용을 요약해 5월9일 소개했다.

관세 부과 이후 덤핑 마진에 큰 변화가 있다고

이에 따르면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제84류와

주장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조정 대상 품목은 HS 코드 7209.15-0000,

위한 기계여야 한다. 이는 제3국 재수출을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기, 폭죽,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중고 전자제품 등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7225.50-9000 제품으로 두께가 0.2~2.6㎜이고,

관한 시행령」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에

폭이 700~1,300㎜인 냉연코일 제품이다.

해당하면 안 된다.

KOTRA는 MITI가 수입업자, 외국 생산자,

이 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등 예비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도

조사를 진행하는 중으로 예비 판정 결과는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對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및

또한 이번 관세 조정에서는 관세율이 기존과

수입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통관 전문가나

동일하거나 줄었지만, 신규 조사를 개시한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품목에는 MITI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 조언했다.

쏠린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한국産 냉연코일

미얀마로 수출할 땐 ‘현지어 라벨’

반덤핑관세 조정

부착해야
⟪ 미 얀마정 부, 소 비자 보호 강 화…

⟪ 中 기업에 고관세율 조정…

내년 2월 부터 의무화 ⟫

우리 기업 영향 적어 반사이익 기대⟫

동남아시아 신흥국이자 ASEAN 회원국인 미얀마가

말레이시아가 냉연코일(CRC)의 반덤핑관세율을
조정하면서 중국 기업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수입 식품과 의약품 등에 자국어 라벨 부착을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KOTRA

말레이시아

있어 미얀마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통상산업부(MITI)가 5월8일 행정 재심의 결과로

필요하다고 KOTRA 양곤무역관이 5월7일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産 냉연코일의 반덤핑

양곤무역관은 미얀마정부가 내년 2월부터

관세를 조정했으며, 조정 결과 우리 기업의

미얀마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관세율은 기존과 같거나 줄어든 반면, 중국

미얀마 현지어로 제작한 라벨을 반드시 부착

기업에는 최대 42.08%의 관세를 부과해 기존

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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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얀마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안내했다.

수입산 식품 및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또한 제도 시행 후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얀마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영문이나

중국, 인도, 태국産 제품이 시장에서 점진적

수출국의 언어로 제작한 라벨만 있어 소비자

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커 우리 제품이 현지어

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다는

라벨을 제때 부착해 공급한다면, 반사 이익을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얀마는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수입 제품을 구매

멕시코, 섬유·의류·신발 관세

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시 인상

생활소비재의 유통 및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 4월25일부터 180일 간 적용…

보이고 있다.

해당 품목 HS 코드 재조정 확인⟫

양곤무역관은 미얀마정부가 2017년‘소비자

멕시코정부가 4월25일부로 섬유와 의류, 신발

불만접수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제품의 관세를 인상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미얀마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KOTRA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미얀마어로 된 라벨

(Secretaria de Economia, SE)가 연방관보를

부착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통해 올 2월 발표한 관세 하향조치를 번복하고,

다만 현지어 표시 의무화 시행 시기를 올

4월25일부터 180일 간 일부 섬유, 의류, 신발의

4월26일로 발표했으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세를 인상하며, 해당 품목 HS 코드 품목

기업의 호소에 따라 내년 2월로 시행을 연기한

해설을 수정하고, HS 코드 체계를 재조정

상태라고 덧붙였다.

했다고 5월13일 소개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는

멕시코는 올 2월1일부로 섬유 및 의류 분야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관세를 기존 25%에서 20%로 내리고, 신발 분야는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지만, 미얀마어 표기가

기존 25~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었다.

없어 제품을 잘못 사용해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멕시코시티무역관은 SE가 이번 조치로 중국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롯한 일부 국가로부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현지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면 불법으로

섬유와 의류, 신발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수입한 물품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기대하며, 현지어로 라벨 부착 시 생산비용이

현재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섬유의 31%, 의류의

증가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이

48%가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덤핑 수출한

감소하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6~8%는 원료 가격

있다.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미얀마정부가「소비자법」을 개정함에

KOTRA는 SE의 이번 관세 인상조치는 180일

따라 미얀마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직접

한시 조치지만,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얀마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미얀마 바이어

분석했다. 연방관보에 180일 이후 관세를 다시

와 라벨 부착 주체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할 것을 명시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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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기지를 갖춘 기업이라면 해당 지역 생산을

KOTRA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우리나라를

늘려 멕시코로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포함해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조언했다.

국가는 가격 경쟁에서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아울러 이번 조치에는 관세 인상뿐 아니라

멕시코시장을 가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디자인,

HS 코드 품목 해설이 크게 바뀐 만큼 멕시코에

제품 기능 등을 차별화해 진출하는 고민이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필요하고,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HS 코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TA & AEO 동향

“세트물품,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기준이다.

전체 15% 넘으면 원산지 불인정”

다시 말해,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 물품이

⟪ 한-미 FTA 섬유·의류 세트는 10%…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세트물품 규정 위반사례 많다⟫

특례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미국·EU·

⟪ 서울세관, 세트물품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

캐나다·EFTA·터키·페루·콜롬비아와 체결한

유의사항 안내⟫
세트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했더라도 비원산지물품 가격이 전체의 일정 수준

주요 세트물품으로는 ▲라면(HS 제1902호),

(10~15%)을 넘으면 원산지가 불인정되는데,

▲이발기 세트(HS 제8510호), ▲충전기 세트

많은 수출입기업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

(HS 제8504호), ▲음향 증폭 세트(HS 제8518호),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니큐어·페디큐어 세트(HS 제8214호) 등이

서울세관은 최근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한-중 FTA

꼽힌다.

세트물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에

세트물품을 취급하는 수출입기업은 각별히

기업은 반드시 FTA 세트물품 규정을 준수했는지

주의하라고 4월25일 당부했다.

검토하는 등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검증에 대비

세트물품 규정이란, 예를 들어 파스타 세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S 제1902호)가 파스타 면(HS 제1902호,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트물품, 중간재,

원산지물품),

제2103호,

최소허용수준 등 어렵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

비원산지물품)로 함께 소매 포장돼 있을 때,

규정을 전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서울세관 FTA 검증부서(02-510-1487, 1496)

충족했더라도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

에서 운영하는‘원산지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가격이 전체의 일정 수준(10∼15%)을 넘으면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토마토

소스(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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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 수출 시

(HS 제7408.19호), 용기 뚜껑(HS 제3923. 50호),

관세율 ‘10→ 0%’ 적용

만두(HS 제1902.20호) 등 한-ASEAN FTA 특혜
대상 품목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그간 인도 측 법령 문제로 특혜세율 적용 거부

파악해 관계당국에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 관세청 시정 요구로 개정 완료⟫

미얀마 측이 올 2월 이를 바로잡은 사례가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 연 2억 원 상당

있다.

관세 절감효과⟫

관세청 관계자는“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하는 우리

관세부과 관행과 관련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기업은 앞으로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

지역의

(0%)을 적용받는다.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아울러“우리 수출입업체가 이와 같은 부당한

대해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관세부과 사례를 겪거나 발견하면 관세청

조치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포털(yesfta.customs.

이에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

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 전사지 등(HS 제4809.90호)의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0%로 적용돼 우리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필리핀·인도에 FTA 활용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지원센터 추가 설치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

수출애로 해결방안 논의⟫

에도, 인도 세관에서 해당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이

특혜세율의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주한 인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로를 찾을 수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있도록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22일 주요 유관기관이

CEPA 특혜 적용 대상임을 알리고, 인도의 해당

참여한 가운데‘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

법규를 개정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산업계는 FTA 특혜관세, 협정관세율, 원산지

제4809.90호)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있도록 3월 15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호소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이에 정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수출업체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신흥시장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

전망이다.

지재권 분야 FTA 활용 지원 확대, ▲농수산

이 외에도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구리전선

식품 수출 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FT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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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美·中 무역분쟁 등

먼저 산업부는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감소까지

진출한‘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를 올해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언급했다.

필리핀(마닐라, 6월), 인도(첸나이, 9월) 두 곳에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한-말레이시아 및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필리핀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또한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분야로 확대하는 등 5,000건 이상 실시하고

아울러 美 자동차 제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지원하기 위해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한다고 밝혔다.

간소화한‘간편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본격

앞으로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공식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

“까다로운 美 세관 안전인증 방문

검사 절차를 완화하며, 가공, R&D 등 수출

심사, 분류원이 도와드립니다”

지원 기능이 집적된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해

⟪ 분류원, 美 세관 안전인증 심사 대비

유망 품목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인증 지원팀’ 신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중동

⟪ ‘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서비스’ 제공…

시장을 목표로 할랄식품 인증 컨설팅과 新남방

요청 시 AEO 미공인업체도 지원⟫

지역에서 K-Pop·K-뷰티·K-푸드 로드쇼 개최를

미국 세관은 자국 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

추진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세관과 지자체 간

심사 시 거래업체인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방문해

협업을 통해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심사하는데, 그동안 우리 중소 수출기업은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부족으로 요청자료 준비 등에 많은 어려움을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FTA를 통해

겪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물류 보안 인증심사(C-TPAT, Customs-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받는
우리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안전인증

한-말련 및 한-필리핀 FTA,

지원팀(8명)’을 신설했다고 5월9일 밝혔다.

연내 타결 목표로 ‘동분서주’

수출입물류 보안 인증심사(C-TPAT)는 안전관리

⟪ 산업부,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열고

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통상현안 논의⟫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로, 우리나라는 AEO, 미국은 C- TPAT를 각각

5월9일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말레

운용하고 있다.

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등 통상

분류원은 AEO 업체는 물론 공인을 받지 못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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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에 신청

중소 수출기업도 미국 세관의 방문심사를 통보
받은 경우 ▲AEO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무자
교육,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 내용

한·카자흐스탄, ‘AEO MRA’ 이행 합의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세관 절차 간소화로 교역 확대 기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新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

분류원 관계자는“그동안 우리 중소수출기업은

흐스탄과‘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미국 세관의 방문심사 시 요청자료 준비 등에

회의’를 열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이번 안전인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지원팀 신설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아울러“외국 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 042-714-7572, 7592) 또는 (사)한국AEO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진흥협회(☎ 070-4070-7956)로 연락해 달라”

논의했다.

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편 분류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안전인증 방문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AEO진흥

가운데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와 함께‘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서비스’

관세청

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v‘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서비스’신청 및 문의

협정을 체결하는 사례로, AEO MRA가 전면 이행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72, 7592,

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

FAX: 042-472-7830, E-mail: aeoadmin@korea.kr)

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사)한국AEO진흥협회(☎ 070-4070-7956,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진

FAX: 02-701-4898. -E-mail: sbkwon@aeo.or.kr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 대 국 세 관 (업 체 )의 C-TPAT(AEO ) 심 사 예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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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Q & A (107)

【개인물품 통관·수입】
î 양압기의 통관 가능 여부

î 강아지 사료 해외 직구 시 통관

호흡기 치료를 위해 해외 직구로 양압기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아지 사료를
구매하려는데, 해당 물품의 경우 통관 시 폐기

구매하려는데,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아지 사료는

요?

해외 직구할 수 없는 품목인가요?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인가

수입 시 요건, 세율 및 통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K)를

문의한 강아지 사료는 제2309.10-1000호

알아야 하며, 수입물품의 정확한 재질, 구체적인

(소매용 개사료)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 실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 관세율표 제9019호에서는 마사지, 치료용

관세 5%, 부가세 10%를 부과합니다.

호흡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 또한「가축전염병 예방법」,「사료관리법」,

산소 흡입기, 인공호흡기 및 그 밖의 치료용

「약사법」에 따른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이므로

호흡기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에서 정한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해야

▸ 해당 물품이 제9019.20호의‘그 밖의 치료용

합니다.

호흡기기’등으로 분류된다면「의료기기법」에

▸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

따른 요건확인 대상이며, 해당 물품을 수입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사료관리법」과

한다면「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세관장 확인요건은

산업협회장에게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쳐야 수입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수입·수출·보세·환급·기타】

구비해야 함.

î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핸드캐리 반출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납품하는 물건을 핸드캐리로 직접

▸ 아울러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 여부를

가져가려면 수출신고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확인만 할 뿐, 실제 검역 및 사후조치(반송

하나요?

또는 폐기 등)는 검역기관에서 실시하므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핸드캐리로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비행기에 가지고 탈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v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방역부:

공항에 도착해 항공권을 체크인 한 후 출국수속

(☎ 031-467-1700, 8 www.qia.go.kr)

(보안검색 및 법무부 출국심사)을 받기 위해
출국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세관신고대가

v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있습니다. 세관신고대로 가서 세관직원에게

(☎ 032-740-2680)

수출물품 기적확인 신청을 하고, 수출신고필증 2부,
여권, 탑승권, 현품을 제출해 확인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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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현장에서 직접 수출신고필증에 성명,

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최초 수입

여권번호, 선(기)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 만약 수출물품을 기탁 수화물로 부칠 경우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크인 할 때 기탁화물에 수화물 태그를 붙인 후,

-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93(수입된 물품이

그 수화물을 가지고 게이트 사이에 있는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신고

‘큰짐 부치는 곳’으로 이동해 그 곳에 있는

▸ 또한 계약 상이에 따른 수출로 인정받은

세관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물품의

바로 옆에 있는 큰짐 부치는 곳의 수화물 벨트로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 수리 연월일·

짐을 부치면 됩니다.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환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장

î 계약 상이물품 재수출 시 환급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A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했는데,

- 계약 상이물품(위약물품) 환급신청서

검수 결과 불량임을 확인해 반품하려 합니다.

- 세관장이 계약 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이러한 경우 수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외국의 원수출자에게 반품하려는 불량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이「관세법」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관세법」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해당할 경우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관세법」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 내용과 다르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환급한다.

않은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반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한 때에는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있습니다.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 계약 상이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애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

② ~ ⑥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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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EMS 우편물의 간이통관 절차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해외 직구로 5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했습니다. 판매자가 EMS 택배로 발송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자세한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 직구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
된다면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현장 면세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되며, 150달러 초과~1,000달러 이하면 간이통관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이통관 신청은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관세사 대행 없이 신청 가능).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 수취인은 간이통관신청서 양식에 ① 통관번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호, ② 우편물 내용, ③ 우편물 가격, ④ 수취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사유, ⑤ 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여부, ⑦ 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

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재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

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등으로 송부해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이하 생략>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 도

제54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착우편물 통관목록 및 수령 통지서)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① 제53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있습니다.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합니다.

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î 일시 출국 여행자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절차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을 해외여행 시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가져가려고 합니다. 입국 시 세관에서 세금을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같아 출국할 때 미리 신고하려는데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경우에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등이 현지에서 사용
하고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 참고로 인천공항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 세관장에게

출국게이트 안쪽(보안검색 및 법무부 출국심사)

동 물품을 신고한 후‘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으로 들어오면 세관출국 신고대가 있는데,

교부받아 입국 시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곳 세관직원에게 여권과 신고할 물품을

동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은 후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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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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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품분류

î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물품설명: 휴대폰 터치패널 모듈의 상부 부분으로
사용자가 터치한 신호값(X, Y좌표, 감도)을

o 품명 : H-BAND TYPE OF CABIN FILTER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물품

물품설명: 필터용 원단(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품목번호 변경전 : 제8543.70-9090호

사이에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변경후 : 제8538.90-4000호

재단하고 동일 재질(부직포)로 바깥 테두리(2면)를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고정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용도 :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o 품명 : Camera module ; MOMBM937V3A 등

품목번호 변경전 : 제8421.99-9010호

물품설명: 렌즈, 이미지센서, ISP, IR filter

변경후 : 제5911.90-0000호

및 RF PCB 등으로 구성되어 정지화상 및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동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용도 :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o 품명 : 휴대폰용 FPCB Assy(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품목번호 변경전 : 제8525.80-1090호

Assembly);

변경후 : 제8525.80-2090호

AMS497HY01 TSP(규격: LJ94-35110A);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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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해설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라이선스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라이선스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보아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된 수입물품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권리사용료’라 함)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과 관련 있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리사용료를 상표권에 대해 지급하는 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며,
권리사용료를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
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
사용료를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거래 내용】
구매자 B는 E국 제조자인 판매자 S로부터 X국 상표권자 C의 상표가 부착된 OOO을 수입(구매)
하기로 했다. 수입물품 OOO은 판매자 S가 조달한 원재료에 의해 제조된 것이나, 판매자와
상표권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상표권자가 지정하고,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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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OOO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OOO을 공급할 때
구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질 의】
이 경우 구매자 B가 상표권자 C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가?
【회 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과 관련
있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상표권자 C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구매하는 OOO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돼 있다는 점에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계약은
구매자가 OOO을 수입할 때 상표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게 돼 있으므로 이는 거래조건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
하므로 해당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해 설】 위 사례는 상표권자와 판매자 간 계약에 따라 판매자를 상표권자가 지정하고,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일본의 질의
회신 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상표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협정 제8조에서 규정한 금액이 가산됨을 규정하고, 협정 제8조제1항 (c)는 구매자가 판매조건
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돼 있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리사용료가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권리허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의 협정 8.1(c)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에서 권리사용료가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제1조에 따른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견해를 밝히고 수입물품에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상표가 결합해 있다면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권리사용료가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지의 결정과 관련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고려사항은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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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라이선스료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가 질의 요지다.
위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에 지급하는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세법」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이 있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돼 있으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돼 있으면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자
등이 판매자 및 구매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 해당 판매자와 해당 구매자와의 계약 때문에 해당
특허권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거래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돼 있으므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와 계약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게 돼 있으며,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OOO을 공급하고 구매자 또한 상표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
하는 권리사용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î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돼 있으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판매자가 아닌 자
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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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실무(3)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절차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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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일러 검사
- 업무담당자는 트레일러에 있어서 10가지 검사지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검사 포인트
① 각종 스크래치 존재여부
② 그을음 또는 용접을 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③ 볼트 또는 리벳의 교체여부(부품 간 색상의 차이 등을 통해 파악)
④ 기름 또는 페인트에 의한 오염여부
⑤ 동일 또는 다른 재료로 덧댐 하였는지 유무

컨테이너 적입 전에

⑥ 외관상 적입화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찍힘, 깨짐 등의 존재유무

컨테이너 잠금장치의

⑦ 바닥 및 천장 등의 평평함 여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⑧ 후미등의 정상작동여부

컨테이너,

컨테이너 구조의

⑨ 출고 후 개조여부

트레일러

물리적 무결성을

-검사 시 육안에 의한 검사에 추가적으로 망치를 사용한 두드림 등을

및

검증(컨테이너 및

통한 청각에 의한 검사로 우범화물을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이나,

트럭검사

트럭 7가지 지점

의도적인 구조의 변경 등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및 트레일러 10가지

-세부사항

지점에 대한 검사)

세부적인 검사절차는 CHECK LIST를 활용한다.

하여야 한다.

■ 트럭 검사
- 업무담당자는 트럭에 있어서 7가지 검사지점에 대한 검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검사 포인트
① 타이어: 공기압 적정여부/spare 타이어 체크
② 범퍼: 거울을 이용한 사각지대 검사
③ 연료탱크: 소형망치 등으로 직접 두들겨서 내부에 연료이외의 것
존재 여부 검사
④공구함/배터리함/내부운전실: 비인가 물품의 존재여부
⑤지붕: 볼트 또는 리벳의 교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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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 육안에 의한 검사에 추가적으로 망치를 사용한 두드림 등을
통한 청각에 의한 검사로 우범화물을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의도적인 구조의 변경 등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세부사항
세부적인 검사절차는 CHECK LIST를 활용한다.
■ 검사장소
- 업무담당자는 검사를 CCTV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경비인력이 배치
되어 안전 및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 업무 담당자는 검사 시에 사용한 체크리스트에 검사 내역 및
이상상태 등의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동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봉인 검사 담당자의 지정
- 봉인의 검사는 지정된 자만이 수행하여야 하며, 봉인검사 담당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한다.
■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봉인, 유개차인 경우에는 자물쇠 등
잠금장치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입 지점에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 봉인상태 검사절차
① 검사담당자는 컨테이너의 봉인과 잠금장치의 이상 유무를 외관상
으로 1차 확인한다.
② 봉인이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기 전에 운송서류등과 봉인을 대조하여
봉인번호를 확인 및 검증 하여야 한다.
④봉인을 잡아당기거나 돌리는 등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한다.

봉인

- 검사결과 보고

취급절차

상기의 봉인검사 결과 봉인의 손상, 선적서류와 실제 봉인번호의 상이,
봉인의 물리적 검증 불합격 등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컨테이너 개장
전에 상급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봉인의 부착
봉인을 관리하고

- 봉인은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의 검사 완료 후 불출되어야 하며,

수출물품을 적입한

화물의 적입담당자는 화물 적입 완료 후 봉인을 하고 봉인 시 봉인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검사담당자 및 상급관리자가 입회해야한다.

에 봉인을 부착하는

- 봉인의 위치는 용접된 리벳이 있는 컨테이너 오른쪽 걸쇠에 해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입담당자는 봉인작업 후 봉인을 아래로 잡아당겨 봉인상태를

한다.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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