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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개인통관고유부호, 6월3일부터 필수 기재 ❞

⋘관세청,「특송고시」개정·시행…목록통관 시에도 제출 의무화⋙
해외 직접구매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6월3일부터는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날부터는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자가사용 목적의 150달러 이하(미국發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한다.
이에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인데,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으로
위장 수입한 후 면세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구 시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목록통관 시 에 도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빠르게 통관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국민 관심 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 직구 통관정보 조회’]
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해외 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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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는“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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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

⋘내년엔 주류(맥주·탁주)과세체계도‘종가세→ 종량세’로 전환⋙
⋘기재부,‘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발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5→ 3.5%) 조치를 올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 용량과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월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인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올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올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 용량과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한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세율을 보면,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는 리터당 41.7원으로 정했다. 캔맥주의
경우 기존보다 리터당 415원 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병맥주는 23원, 생맥주는 445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세 부담이 갑자기 오르는 생맥주에는 2년간 세율을
20% 줄여 리터당 664.2원 정도로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주류시장 및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환여건이 잘 조성된 맥주와 탁주에 한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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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금액, 7월부턴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현행 현금 납부만 가능…수수료는 최대 0.8%⋙

⋘관세청,「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올 하반기부터「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진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13개 신용카드사의
납부대행 수수료 지정을 골자로 한「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5월27일 입안 예고했다.
「관세법」제311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通告)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 7월1일부터「관세법」을 위반해 세관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처분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이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등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할부 결제(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일시납에 따른 자금 부담도 덜게 됐다. 이 경우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된다.
이에 관세청은 13개 신용카드사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납부금액의 1,000분의 8 (0.8%), 직불카드는 1,000분의 5(0.5%)로
정할 예정이다.
참고로「관세법 시행규칙」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에서는
“영 제270조의2 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고처분 납부대행 수수료(안) 】
통고처분
납부대행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사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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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관세청·K-sure, 수출정보 공유해

통관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반대로 관세청은

보험사기 예방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K-sure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 관세청 ‘수출통관정보’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다.

↔ K-sure ‘허위수출 의심정보’ 교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허위 수출 등의

이들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

혐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 관련 금융사기를

관세청은 수출통관정보를 K-sure에 제공하기로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했다. K-sure는 수출통관정보를 활용해 수출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는 한편,

물품의 선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K-sure는 수출이행 진위 확인 등 모니터링을

무역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관세청은

고도화하고 수출사기를 빠르게 포착해 무역

K-sure가 제공한 허위수출 의심정보를 단속에

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

활용해 무역사기 적발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많은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계획이다.
관세청과 K-sure는 6월19일 서울 종로구에

FDA, 식품에 표기하는 날짜

있는 K-sure 회의실에서 수출·무역금융의

표준화할 듯

적극적인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 편취를

⟪美 식품시장, 여러 방식 혼용 소비자 혼란

차단하기 위해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식품 수출기업 유의해야⟫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미국으로 식품류를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밝혔다.

기업은 유의해야겠다. 美 식약청(U.S.Food and

이번 협약은 올해 K-sure에서 중소기업의

Drug Administration, FDA)이 소비자 혼란과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

식품 낭비를 줄이고자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의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등 신규 종목을 출시해

표준화를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함에 따라 관세청과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FDA가 식품 날짜

협력해 허위 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계획을 5월23일 발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및 조기

했으며, 현재 표준안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다른 정부 기관의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위해 마련한 것이다.

높다고 6월10일 소개했다.

관세청은 이전에도 K-sure가 제공한 무역사기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미국에서 식품에 표기하는

의심정보를 통해 조사·적발하는 등 여러 성과를

날짜(Dating)는 크게‘비공개 날짜(Closed Dating)’와

올린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공개날짜(Open Dating)’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유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명했다.
비공개 날짜는 제조사가 식품 생산 정보를 식별

구체적으로 K-sure는 무역보험(보증) 가입 건에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코드로 구성하지만,

대해 허위 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공개 날짜는 식품 제조사가 표기한 실제 날짜로,

무역사기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

해당 식품이 언제까지 가장 좋은 상태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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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지 유통·판매사와소비자가 알 수 있게

무역위, 中·인도産 PET 필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美

농무부(United

Agriculture,

USDA)

(FoodSafety

and

States
산하

Department

of

⟪ PET 필름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식품안전검사국

Inspection

피해 지속 우려⟫

Service,

중국과 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FSIS)에 따르면 영아용 조제분유 외에는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공개날짜 표기 방식을 규제하는 별도 연방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규제가 없다. 이에 대부분 식품 날짜는 식품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제조사가 맡아서 표기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

형태의 날짜 표기 방식이 혼재해 소비자 혼란을

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가중한다는 설명이다.

무역위는 6월20일 제389차회의를 열어, 중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FDA가 5월23일 포장 식품

및 인도産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Packaged food)에 대해 현재 다양하게 사용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

‘Use before’,‘Sell by’,‘Expires on’등이

장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닌, ‘Best if Used By’표기 방식으로 일괄
사용하려는 식품업계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

밝히며,‘Best if UsedBy’표기 방식은 FDA

산업뿐만 아니라 PET 필름이 가진 우수한 특성

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

(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검사국(FSIS)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KOTRA는‘Best if UsedBy’표기 방식의 표준화가

산업의 소재로 사용하며, 사용 범위가 넓고

법적으로 규제한 것은 아니지만 FDA가 이 같은

앞으로 새로운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큰

내용의 문서를 식품업계에 발송한 만큼 암묵적인

품목이다.

업계 규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무역위는 현재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분석했다.

부과 중인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에 대해

이에 식품류, 특히 포장 식품 분야에서 미국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국내산업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해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우리기업은 FDA 움직임에 유념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조언했다.

줄 것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적 규제는 없지만, FDA의 권고 사항이

무역위는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이 ▲재심

업계 규칙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사대상 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식품 날짜표기에‘Best if Used By’방식을

증가, ▲재심사대상 물품의 저가판매 및

차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미국은 주별로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인상억제 효과

식품 날짜 표기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제품을

로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판매하는 지역별 규제를 파악해 준수해야 할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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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29개社가 덤핑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워싱톤무역관은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해

8305.20-0000이며, 제소 접수일 이후 20일 내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의

상무부가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고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정했다.

설명했다. 이에 ITC는7월22일까지 우리나라와

현재 PET 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중국, 대만産 스테이플 수입으로 생긴 자국 내

약 8,000억 원대 수준(약 30만 톤대 수준)으로,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및 인도産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다.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후 만약 ITC가 산업피해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

예비 유효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덤핑 여부

알리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8.9.12.)

판정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다.

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미국 스테이플 수입시장 점유율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2위(5.66%)로 중국이 1위(73.23%), 대만은
4위(4.20%)를 기록했다. 반면 시장점유율

美, 한국産 스테이플 제품

3위를 기록 중인 일본은 제소 측 모 기업이

반덤핑 제소

일본 쿄세라로 이번 제소에서 빠졌을 것이라는

⟪ 제소 측, 10.23~14.25% 덤핑마진 주장

분석이다.

… ITC 7월22일 예비판정⟫

KOTRA는 미국 현지 통상 전문 변호사의 말을

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인용해“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ITC)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스트림 모양 스테이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 제소 측이

(Collated Steel Staples) 제품이 덤핑 혐의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소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있도록 규정(Adverse Fact Avai-lable, AFA)

KOTRA 워싱톤무역관은 6월6일 ITC가 우리나라와

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중국, 대만産 스트립 모양 스테이플의 덤핑

했다. 특히 “美 상무부가 AFA를 적용해

혐의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고 6월17일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소개했다.

있어 우리 해당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제소업체인 Kyocera Senco Industrial Tools,

나서는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nc.는 우리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美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으며,

中, 강제인증 면제 車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

제소업체는 우리 제품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23~14.25%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 안전벨트 등 11개 품목, 5월16일부터 시행

한편 중국 제품에는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

… 자진신고·납세 유의해야⟫

제소도 접수한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통관 효율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워싱톤무역관은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가

강화하기 위해 인증면제 품목을‘先통관 後점검’

지목한 기업은 총 15개社로 중국은 98개기업을

한다고

지목해 조사대상국 중 최다였으며, 대만도

KOTRA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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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제87호 공고문을 통해 통관효율을

美, 6월15일 이후 반입 중국産

높이는 무역편리화 조치로 5월16일부터 중국

물품에 보복관세 25% 적용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애초 ‘6월1일 이후’ 반입물품서

CCC)을 면제받은 자동차 부품 수입 시‘先통관,

‘6월15일 이후’로 반입기한 변경⟫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6월1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중국産 물품에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강제성

적용하려던 미국정부의 보복관세 부과조치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

관련 물품 반입기한이 6월15일 이후로 바뀌었다.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을

해당 조치는 수출일이 5월10일 이후인 중국産

포함하며, 수입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물품에 적용하며, 수출일이 5월10일 이전이라도

통관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6월15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면 인상된 세율

KOTRA는‘先통관 後점검’은 기존에 통관 전

(10→ 25%)을 적용한다.

시행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를 물품 통관

관세청은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이 對중국

완료 후로 변경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11개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의 관세율 인상 조치를

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에서

애초‘6월1일 이후’중국産 반입물품에 적용하려

는 통관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등 긍정

했으나 해당 반입기한을‘6월15일 이후’로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조정했다고 6월10일 안내했다.

지금까지 일반화물의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제3차

화물점검으로 근무일 기준 3~5일이 걸렸으나

부과품목 관세율 인상은 수출일이 5월10일

‘先통관 後점검’시행 후 1~2일이면 통관을

이후인 물품부터 적용하며, 6월15일 이후

완료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미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일이 5월10일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가 재량으로 개입할

이전이라도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6월15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절차의 투명성을

이후 미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수출일과 관계없이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KOTRA는 다만,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와

이번 조치로 관세가 인상된 중국産 물품은

자진납세로 바뀌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져

공산품(4,677개)과 농·축산물(1,068개) 등

우리 기업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총 5,745개 품목이다.

주문했다.

참고로 미국 행정부는 美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실제로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

중국産 수출물품(제3차 관세부과 품목)에 부과

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행정처분 또는 기업의

하는 보복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며, 이후 수입과정

美 무역법 제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

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응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도록 피해업계의 제소 또는 USTR 자체

경고했다.

발의로 조사를 거쳐 보복조치를 발효할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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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품명, ▲특성, ▲용도 등 3요소의 변화 여부로

부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이 최근 결정사례를

⟪ 최근 결정사례, 본질적 특성 내재 유무 및

통해 점차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본질적 특성

용도 사전 결정 여부 중요⟫
미국이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원산지가

(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중국인 수출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돼 있는지’

제조·가공 등이 중국과 연결된 제품을 미국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 판정에 신경이

관세청은 중간재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도

내재하고 있거나, 용도가 미리 결정된 경우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이 아닌

후속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불인정(휴대폰의

비특혜원산지규정(19 CFR 134)을 적용하므로,

인쇄회로기판, 체온계의 센서, LED 미백기구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실질적 변형기준

LED스트립, 싱크대의 상판 등)하며, 반대로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중간재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동일성

충족했는지가 중요해진다. 최근 결정사례를 보면,

(identity)을 잃는 경우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 내재 유무 및 용도

인정(진공청소기 부품, 카메라 부품 등)한다고

사전 결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분석했다

관세청은 美 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자료를 6월19일 안내하며

산업부,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업무에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안내문에 따르면, 보복관세 관련 관세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포고문은‘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있는 5대 유망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를 새로운 수출·

사안별 구체적 판단은 실질적 집행기관인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CBP가 위임받는다.

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CBP는 제301조 등

방안’을 확정했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인‘원산지

산업부는 그동안 수출활력 촉진단 등에서 화장품,

표시 규정(19 CFR 134)’을 적용하는 것으로

패션의류 등 소비재 관련 협·단체 및 민간

통일했다.

기업의 현장 애로와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해당 규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제조공정에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수출 유관기관의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을 포괄적

가능한 지원 역량을 총 동원해 소비재 기업이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설명했다.

제시하지 않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무역금융과 해외 유통망

CBP는‘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美 국제무역법원

진출 지원 강화, R&D 지원 확대, 소비재 수출

‘190F Supp.3d 1308(2016)’판례를 인용해

관련 해외인증 지원 등 소비재 수출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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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보이는 중미지역이 역외에서 생산한 재화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제통합에
진전을 이루면, 우리기업은 이를 한-중미
FTA와 복합해서 사용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중미 6개국 경제통합에 진전,
단일 세관신고서 DUCA 채택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DUCA 시스템이 출범 이후 각종 시스템

⟪ 한-중미 FTA와 복합사용 시 FTA 효과

과부하와 에러로 아직은 수출입 정산에 문제가

극대화 기대⟫

생기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에서 다른 나라로

중앙아메리카 6개국이 전산화한 단일 세관신고서를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국경에서 운송

상호 사용하기로 하면서 중미지역 경제통합이

차량이 물건을 반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있다고 안내했다.

KOTRA 과테말라무역관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이에 중미 6개국은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시스템이 안정을

중미 6개국은 역내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찾으면, 전산화 및 자동화로 재화 이동에 따른

무관세로 이동할 수 있는 경제통합 단계라며,

각종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

그동안 제품 교역을 위해 역내·외를 구분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가지 종류의 세관신고서를 사용했으나 단일
세관신고서로

통일해

경제통합의

단계를

에티오피아, 중고물품 30% 관세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 5월28일 소개했다.

감면 혜택 폐지

중미 6개국은 그동안 역내 생산품목에 대한

⟪ 외환 유출 방지 목적으로 해석

세관신고서이자 원산지증명으로 사용하는 ▲

…수입신고가격 축소 요구 유의해야⟫

중미단일통관신청서(El Formulario Aduanero
Unico Centroamericano, FAUCA), 역외 생산

커피로 유명한 아프리카 농업국 에티오피아가

제품의 역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단일

수입 중고차와 중고물품에 적용해온 30%

세관신고(Declaracion Unica Aduanera, DUA),

관세감면 혜택을 폐지했다고 KOTRA 아디스아바바

원산지와 관계없이 육로 이동 시 사용하는

무역관이 6월17일 소개했다.

▲국제육로운송신고서(Declaracion para el

아디스아바바무역관은 에티오피아가 제조업

Transito Aduanero Internacional Terrestre,

수준이 열악해 제품 수입이 불가피함에도

DUT) 등 3종의 신고서를 사용해 왔으며, 일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억제 정책을 취하고

수기로 작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있다며,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러나 5월7일부터 이 세 가지 서류를 통합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고, 수입

중미단일신고서(Declaracion

물가가 상승하면 민생경제에 바로 악영향을

Unica

Centro

americana, DUCA)를 채택하고 온라인으로 작성

미치는 산업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게 함에 따라 중미지역 경제통합을 향한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의 수입물가 부담을 줄여줄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목적으로 중고물품(중고차 포함) 수입 시

KOTRA는 현재 자유무역지대 수준의 경제통합을

관세의 30%를 감면해 줬으나 이를 폐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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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스아바바무역관은

에티오피아정부가

KOTRA는 에티오피아정부가 중고차 유입 억제와

이같이 조치한 배경에는 ▲노후차량 억제,

수입외환 절감을 우선 고려해 이번 조치를

▲차량 증가 억제, ▲대기오염 완화, ▲추가

한 것으로 평가하며, 관세감면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 ▲국내 조립 차량 구매수요 유발

언더 인보이싱(실제 가격대비 수입 신고가격

등의 요인을 꼽았다. 다만 현지 관계자들은

을 낮추는 행위)을 요청하는 바이어를 주의

단순히 차량 수입을 억제해 외환 유출을

하라고 경고했다.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FTA 동향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전했다.

타결

또한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 브렉시트에도 통상환경 안정성·연속성 확보

대비한 임시 조치로 기존 한-영 FTA 수준의

… 車 관련 수출품목 무관세 유지⟫

협정을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우리나라와 영국이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 간

안정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통상환경을 유지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모든 공산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에서‘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

공식 선언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그동안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2016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6월)한 이후 신속히‘한-영

현재 對英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99.6%는

무역작업반’을 설치(2016년 12월)해 비공식

무관세(공산품100%, 농산물 98.1%)로, 한-영 FTA

협의를 진행해왔다.

미체결 시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2019년 1월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보다

(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관세율할당(TRQ)을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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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EU 역내 운영하는

있으며, 민감품목[관세선(Customs Line)의 7%]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고려해,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EU産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하는 것에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

이밖에도 서비스 무역의 개방 범위, WTO 수준의

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통관행정 협력, 무역 촉진정책, 무역상 기술장벽

우리 기업이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TBT) 및 위생,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조치,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쟁해결 절차 등을 협정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투자와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차 협상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AfCFTA 협정 발효,

합의했다.

새로운 기회의 장 열렸다

KIEP는 AfCFTA가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 KIEP,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고, 아프리카 단일시장

발효 의미와 전망’ 보고서 발표⟫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

(AU)이 주도해 빠른 속도로 출범에 성공했지만,

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AfCFTA 협정이 5월30일 공식발효 함에 따라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30일 출간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협정의

특히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비교우위

발효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

의미와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 불참, ▲고질적인 부패와

AfCFTA 추진 배경과 과제를 분석해 시사점을

관료주의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찾았다고 밝혔다.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IEP는 AfCFTA가 지난해 3월 44개국 정상이

이에 우리 기업은 AfCFTA의 해결 과제를

서명하고, 올 4월까지 22개국이 비준을 완료

파악하고, 상황 별 대응전략을 세우는 등

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했으며, 52개 회원국에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인구가 12억 명 달하는 WTO 출범 이후 역대

하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GDP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추산한다고 소개했다.
KIEP는 AfCFTA는 아프리카의 역내가치사슬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구축과 아프리카 국가의 글로벌가치사슬

⟪ 산업부, 한-EAEU FTA 추진 등, 新북방지역

참여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포함한

으로 FTA 확장 기대⟫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분야 FTA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新북방지역과 신규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A 체결에 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해 관세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완전 철폐를 목표하고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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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 장관이 6월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BIT)을 적용하고 있다.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변화한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

양국은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FTA

으로써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을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지난 5월까지 양국 모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유 본부장의 러시아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이 新북방지역과 추진하는

방문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FTA로 러시아의 핵심 경제협력전략인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6월3일 필리핀 FTA 협상

가스, 철도, 항만,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 20일엔

수산, 일자리 등‘9개의 다리 전략(9-Bridge)’이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개시까지 선언함으로써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우리 교역의 美·中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新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으로 러시아와의

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경제 협력에서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했다.

양국은 특히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

아울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상품 분야를

하는 이번 협상으로 우리 기업은 ▲러시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Union, EAEU)와 FTA를 추진하는 데도 탄력을

▲新북방지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한- EAEU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이번 협상

기대했다.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 분야를 포함하는

먼저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000만 명에 달하고

한-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GDP 1억 6,000만 달러인 거대 시장으로 양국 간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상을

에는 1991년에 발효한 한·러시아 투자보장협정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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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Q & A (108)

【개인물품 통관】
문안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것

î 해외 직구 물품의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독일에서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1)]

한-EU FTA 협정세율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해야 하나요?

indicated,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후 해당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물품의 원산지가 EU국일 때는 협정세율을 적용

......................(3) (장소 및 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 미화1,000달러 이하의 사인 간 소포나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인 경우(상업적으로

2. 직접운송원칙에 맞을 것(독일 또는 EU 역내

수입되지 않아야 함. 단, 사인 간의 온라인

에서 한국으로 직송될 것. 단, 항공기 등

거래는 허용)에는 원산지신고서 제출 없이

사정으로 단순 경유한 경우는 인정)

물품의 구매처(국가) 및 가격정보를 담은

∴ 원칙적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구매영수증,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해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을 충족했음을 증빙

▸ 하지만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이라도

하는 서류(B/L)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거나,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수입·FTA·원산지】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아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î 수입요건 미구비 시 통관

돼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조만간 우리나라로

▸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들어올 예정인데, 미처 검역에 대한 부분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역대상(식품용기 등)은

원산지를 확인한 후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폐기하더라도 나머지 품목은 통관할 수 있을까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한

검사·검역 결과 일부만 합격한 경우

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을 신청해 통관하려는

(자율증명 방식).

경우 B/L을 분할해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 즉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즉B/L을 분할해 식품용기를 제외한 물품을

초과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물품에

먼저 수입통관하고, 이후 식품용기만 폐기하거나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요건을 구비한 후 통관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1. 해외 판매자가 판매한 송장(Invoice 등)에

고시」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

한-EU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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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구매수수료인지, 중개수수료인지 궁금합니다.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참고로 과세가격 결정 시 구매수수료의 경우

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나, 수수료와 중개료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 부담 수수료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및 중개료’는 가산요소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해 그를 대리해 행하는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또한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해
거래 알선 및 중개 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따라서 문의한 내용처럼 C가 해외에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구매자만을 위해 그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을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는 것이라면 구매수수료에 해당할 것이지만,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

질의 내용만 봤을 때는 중개료에 가까워

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보입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과세가격 결정 및 과세가격과 관련한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유권해석이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세평가과(☎ 042-481-7903)로 문의한 후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생략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î 과세가격 포함 수수료 여부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

인도産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사는 A라는

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수입자이고, 인도 측 수출자는 B입니다. A와 B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이에 C라는 한국 법인이 수입물품 및 업체에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대해 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라는 업체는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

한국에 소재한 법인이며, 거래하는 컨테이너마다

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A와 수수료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습니다.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

이러한 경우 A가 C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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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 한다.

î 손목시계의 원산지표시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원산지와 최종 조립을 한 국가가 중국인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손목시계가 있는데, 디자인은 영국에서

□ 「관세법 시행규칙」

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Made in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China’로 표시한 후 그 아래 혹은 위에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Designed in London’,‘Assembled in China’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

등의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이처럼 국가명을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포함한 추가 문구를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는 건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의2 (수입 물품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에서는“최종구매자가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Mol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 참고로 수출국에서 주요 부분품의 단순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비용을 말한다.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 단순 조립물품: Organized in 국명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 단순 혼합물품: Mixed in 국명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

(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 중고물품: Imported from 국명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위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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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한계 환기 밸브(Fill Limit Vent Valve)’
로,

o 품명: HONEY POWDER

증발

가스를

캐니스터

차량 전복 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며, 연료

미황색 알갱이상을 내용량 250g 플라스틱 용기에

주유 시 과잉 충전을 방지함

소매포장

- 연료 탱크 내 연료량의 액면에 따라 부력에

[제시효능] 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의해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밸브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를 개폐함

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

작동원리 및 기능:

용도: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의 설탕 대용

-[평상시] 플로트가 밸브 하단에 위치(밸브

품목번호: 제1702.90-1000호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통로가 개방된 상태)→
연료탱크

o 품명: OPADRY Ⅱ YELLOW 85F12347
(LOT NO. SH601255)
물품설명: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내부의

증발가스가

캐니스터로

이동하여 탱크 내 압력상승 방지
-[차량 전복시] 연료가 밸브 내부로 유입되어
부력으로 인해 플로트 상승→ 밸브 상단의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글리콜(Polyethylene

내

(canister)로 보내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물품설명: 설탕 90.5%와 천연꿀 9.5%로 제조된

폴리에틸렌

연료탱크

증발가스 이동 통로가 막혀 연료 누출 차단

glycol),

-[주유 만층시] 연료탱크 내부 연료 증가→

활석(Talc), 황색산화철(Yellow iron oxide)이

밸브 내부에 연료가 유입되어 플로트 상승→

혼합된 연한 황색계 분말

밸브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가 막혀 탱크

* 폴리비닐 알코올(40.0%, 접착제), 이산화

내부 압력 증가→ 주유건 쪽 압력센서가

티타늄(23.9%, 착색제), 폴리에틸렌 글리콜

압력차를 인식해 주유중단으로 과다주유방지

(20.2%, 가소제), 활석(14.8%, 접착조절제),

품목번호: 제8481.80-1030호

황색산화철(1.1%, 착색제)
용도: 의약품 착색용 코팅제

o 품명: Lithium Ion Batteries; EFSMA;

품목번호: 제3905.99-0000호

50.2V 65 Ah 3.3KWh
물품설명: 리튬인산철(LiFePO4, Lithium Iron

o 품명 Kristalex F85; Hydrocarbon resin

Phosphate) 배터리 셀(Cell) 16개가 용접으로

물품설명 : 알파-메틸스티렌(α-methylsty

직렬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모듈로, 배터리 셀의

rene) 60%와 스티렌(styrene) 40%를 공중합

전압 및 온도데이터 집계를 위한 케이블,

시킨 백색계의 불규칙한 알갱이상

방열을 위한 냉각핀과 팬이 결합되어 있음

용도: 도료 및 점착제·접착제의 접착력증진

용도: 지게차나 무인 자동차의 충전용 배터리

품목번호: 제3911.90-9000호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충전용 배터리로
사용

o 품명: FLVV(Fill Limit Vent Valve)

품목번호: 제8507.60-9000호

물품설명: 차량의 연료탱크 상부에 장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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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명 Vaccum Cleaner; VCC7450C3R/HAC
물품설명: 진공청소기를 구성하는 66개 부품 중

과거 1회당 평균 수출물량은 약 15,000대임)
품목번호: 제8528.72-2020호

모터, 먼지 백 등 48개 부품을 완제품 수량에
맞추어 부품 종류별로 포장한 후 함께 제시

o 품명: PV MODULE FRAME; E-COATING

* 진공청소기 완제품의 출력: 1,800W,

(60CELL MODEL)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먼지 백 용량: 4리터
※ 완제품 대비 제시물품의 가격: 73.3%,

장바 2개, 단바 2개, 코너키 4개로 구성되며

부품종류 수: 72.7%

장바 등에 드레인(빗물)홀, 접지홀·접지마크,

제시물품 및 추가공정

취부(볼트, 너트)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수출시 모터, 먼지 백, 파이프, 브러시 등

(크기: 1,640mm x 998mm x 35T)

청소기 작동 관련 부품 45개와 최종 완제품

구성요소 및 기능:

포장에 사용되는 TAPE, LABEL, BAR CODE,

-장바: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BAG PE 3개 제시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미제시된

Body

base,

Body

mid,

Cover

지지대로 2개의 드레인 홀과 접지홀·접지마크,

dust-low, Cover dust, Cover attachment,

취부홀 등이 있는 바(1,640mm)

Clamper dust 등 Body 관련 18개 물품은

-단바: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수입국 현지에서 생산·조달한 후 청소기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완제품으로 조립

지지대 양 끝에 코너키가 결합된 바(998mm)

품목번호: 제8508.19-9000호

-코너키: 장바와 단바 사이를 연결하고 고정
시키는 역할

o 품명: KD(Knock-down) LED Full HD TV;

제조공정: Casting공정→ 압출공정→ 절단공정

UA49M6000AKCHD
물품설명: LCD TV 조립·포장에 사용되는 부품

→ 표면처리공정→

(LCD 모듈, 메인보드, 캐피시터, 커넥터, 케이블

용도 :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등 248종, 약 478개 부품)이 KD(Knock-down)

뒤틀림방지 등 모듈 보호

상태로 제시

품목번호: 제8541.90-9000호

절단공정→

홀가공→

코너키 삽입→ Pre-clamping→ 검사 및 포장

제시물품 및 추가공정: 제시된 부품을 조립 시
TV 후면 커버 및 스탠드 커버 등이 없는

o 품명: EPAS-BOTTLE; 41004658-1

불완전한 상태*(재료비 기준 96.4% 상당)의

물품설명: 항공기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LCD TV가 됨

도어시스템의 비상동력장치(EPAS: emergency

* 미제시된 플라스틱제 TV 후면 커버, 스탠드

power assistance system)에 사용하는 물품

커버, 리모컨 커버 및 스피커 인클로저는

으로서, 항공기 도어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수입국 현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조달하여

비상상황에서 본건 물품에 충전되는 고압 질소

제작되며, 완제품은 포장박스 및 사용 설명서

가스로 도어를 열 수 있게 함(제시 당시 내부

등을 수입자가 자체 구매한 후 소매포장됨

충전되지

※ 수출 1회당 수량: 각 부품들은 TV 수량에

(bottle) 한 쪽에 차징밸브, 압력센서 게이지가

맞춰 여분 없이 수출됨(확정된 수량은 없으나

결합되어 있고, 반대쪽 끝에 안전핀, 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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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ture Disc Assy), 트리거가 결합된 밸브

장바 등에 드레인(빗물)홀, 접지홀·접지마크,

어셈블리가 일체로 부착되어 있음

취부(볼트, 너트)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

[구성 요소별 기능]

(크기: 1,640mm x 998mm x 35T)

-보틀(bottle): 고압질소 가스 저장

구성요소 및 기능:

-차징밸브: 질소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밸브

-장바: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압력센서 게이지: 온도 변화에 따른 고압가스의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압력상태를 표시

지지대로 2개의 드레인 홀과 접지홀·접지마

-안전핀: 비상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핀

크, 취부홀 등이 있는 바(1,640mm)

-파열판(Rupture Disc Assy): 질소가스 배출을

-단바: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위한 파열판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트리거: 파열판이 터지도록 함

지지대 양 끝에 코너키가 결합된 바(998mm)

-밸브 어셈블리: 고압질소가스가 배출되는 밸브

-코너키: 장바와 단바 사이를 연결하고 고정

품목번호: 제8803.30-1000호

시키는 역할
제조공정: Casting공정→ 압출공정→ 절단공정

o 품명: PV MODULE FRAME; E-COATING

→ 표면처리공정→

절단공정→

홀가공→

(60CELL MODEL)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코너키 삽입→ Pre-clamping→ 검사 및 포장

장바 2개, 단바 2개, 코너키 4개로 구성되며

뒤틀림방지 등 모듈 보호

용도: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품목번호: 제8541.90-9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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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실무 (4)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절차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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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봉인을
배포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실행내용
■ 봉인 관리담당자의 지정
- 업체는 봉인을 배포 및 회수하며 수량현황을 파악하는 봉인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봉인 관리담당자는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업무의 통합을 위해 봉인 검사담당자가 봉인 관리담당자의 임무를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봉인 관리대장의 기록 및 봉인의 보관
화물적입 후

- 봉인담당자는 봉인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및

봉인 관리 대장에는 보관중인 봉인의 개수, 번호, 불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트레일러에 봉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봉인

부착하고 관리

- 봉인담당자는 재봉인을 할 경우에는 재봉인하는 사유를 대장에 기재

취급절차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봉인은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입 되는 모든

■ 봉인 관리담당자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을 요구되는 국가의 LIST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안전이 강화된 봉인(PAS ISO 17712 기준 이상의 봉인: 기계식으로
제어되는 기술수준 이상의 봉인)을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 등 이다.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부착 되도록

■ 봉인 관리 담당자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대하여 PAS ISO 17712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봉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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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ISO 17712기준을 충족하는 봉인이라 함은 '기계화' 방식에 의한
봉인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봉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인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봉인이라 함은 H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봉인 또는
최근에 시판되어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봉인 등을 말한다.

■ 안전이 강화된 봉인을 요구되는 국가 LIST(미국 등) 마련하여야
한다.

■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는 PAS ISO
17712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봉인을 사용하도록 해외공급자 등
에게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발송내역 등을 문서화 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운송업체는 손상된 봉인과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를 식별할 경우
이를 세관당국 또는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한다.

봉인
취급절차
손상된 봉인과

■ 특이사항의 정의 및 보고절차

컨테이너 및

- 운송업체는 화물을 취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특이상황 발생을

트레일러를

직접 식별한 경우 이를 즉시 업무 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교육한다.

식별한 경우

-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업무책임자는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에 보고

이를 세관장 및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관련 외국

- 보고담당자는 세관당국 또는 외국 관세당국에 즉시 특이/ 위법사항을

관세당국에

보고한다.

보고하는 절차를

- 특이사항의 정의

마련하여야

① 컨테이너 Seal 및 유개차의 자물쇠 등 잠금장치의 손상, 파손

한다.

② 서류상 컨테이너 seal 번호와 실제 부착된 seal 번호의 상이
③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트럭의 물리적 손상, 파손
④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트럭 검사 과정상 이상여부 확인

■ 보고 담당자는 특이사항에 관련하여 보고한 내역을 별도의 양식을
통하여 기록하고, 보관한다.

강 동 구❙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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