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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통고처분액 신용카드 납부…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기재부,‘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7월1일부터는「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금액(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6월27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변경되는 총 178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담았으며, 핵심사항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일부 旣 시행 제도 포함).
p 통고처분액,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시행일: 2019년 7월1일)
7월1일부터「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금액(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이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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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시행일: 2019년 7월1일)
7월1일부터는‘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관세 등의 일

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관세법」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에 따라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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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품목분류 사전심사‘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운영(旣 시행)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해주는 제도를 4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5일(기존 30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의
‘신청 사유’항목에서‘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에 체크하면 된다.
p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旣 시행)
해외 직접구매 등 특송물품 목록통관 시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6월3일부터 필수로 기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旣 시행)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료기기는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신고해
수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31개 품목군), ▲인공망막시스템, 인공각막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희귀질환자에 필수인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등을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통관 전 신고대상 화학물질

연 0.1톤 이상

신규 물질 등으로 구체화 ❞
⋘안전관리 대상 신고 절차 및 안전기준 반영한 개정 「통합공고」 시행⋙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전 환경부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수입 시 신고 절차 및 안전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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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 중 최근 신설하거나 개정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를 반영한 「통합공고」를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한 수출입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한 것이다.
개정「통합공고」는 먼저 지난해 3월 공포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등록대상 화학물질,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대상 품목을 반영해 새로 지정하거나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통관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 세분화했다. 다만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하려는 경우엔 통관 전 신고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통관 전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도 ▲연간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연간 0.1톤 이하 수입 신규 화학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로만
구성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통제된 조건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96조의3(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을 신설하면서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요건확인 대상자가 매번 수출입 때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출입요건을 확인받도록 했다.
한편 종자산업과 관련해서는 개정한「종자산업법」을 반영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자도 수입 적응성 시험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강화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기관, ‘전국 세관’으로 확대 ❞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 통지기간, 국내 조사대상자 ‘30→ 15일’ 단축⋙
⋘기재부,「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기관을 애초‘발급 세관’에서‘전국 세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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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다.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 통지기간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27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기관을 애초
‘발급 세관’에서‘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원산지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 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물품 선적 완료 전까지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이뤄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올 9월1일 한-ASEAN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HS 2012’에서‘HS 2017’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동 규칙에 반영하며,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해관총서) 내용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

소액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 ‘사후관리 면제’ ❞

⋘내용연수 짧아 다른 용도 사용 어려운 물품의 사후관리기간도 단축⋙
⋘관세청,「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인 소액 학술연구용품 원재료·부분품도‘용도외 사용
(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승인)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내용연수(service life, 耐用年數)가 짧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4

관세법인 대유

8월

www.daeu.co.kr

기계·기구 및 종교·자선·장애인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한다.
관세청은 사후관리업체 및 세관 직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도 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17일 입안예고했다.
먼저「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도‘[별지 제2호 서식]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를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그 범위를 원재료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짧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관세법」제90조 제1항(학술연구용품) 제3·4호 해당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용도 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설치 완료 확인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관세법」제91조(종교·자선·장애인물품) 제1·2호 해당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도 기존 ‘1년’에서 ‘설치 완료 확인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v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E-mail: yusangw001@korea.kr)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도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에 포함 ❞
⋘관세청,「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수출 시점에 판매 대상과 수량,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 환경을 반영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물품도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6월28일 입안 예고했다.
관세청은 최근 아마존, e-Bay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 시엔 판매 대상 및 수량, 가격 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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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따라 이들 물품도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마존 FBA
(Fulfillment by Amazon)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 국가(미국) 아마존 물류창고에 집하·보관하고,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배송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는 ▲가스, ▲액체, ▲전기,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 물품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美, 베트남 우회 수출 철강 제품에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대상 제품이다.

반덤핑 예비 판정

KOTRA는 미국이 무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 우리나라와 타이완 제품에 최대 456.23%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도 증가 추세로, 트럼프

덤핑마진 예치금 부과⟫

행정부 들어 이전보다 417%나 급증했다고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베트남을 통

설명했다.

해 우회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우회덤핑’혐

KOTRA는 또 이번 판정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회덤핑관세를 피하려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KOTRA 워싱톤무역관은 7월2일 美 상무부가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 및 타이완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와 타이완에서 베트남을 거쳐 우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베트남정부도

수출하는 냉간압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외국産제품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을 막으려

Product)과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 resistant

조처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경고했다.

steel product)의 우회덤핑혐의에 대한 예비판정

우회덤핑 혐의를 받는 제품의 HS 코드는

에서 긍정으로 판정했다고 7월15일 소개했다.

제7210.30-0030호,

제 7210.30-0060호,

워싱톤무역관은 이번 판정으로 美 상무부가

제7210.41-0000호,

제 7210.49-0030호,

美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제7210.49-0091호,

제 7210.49-0095호,

and Border Protection)에 지난해 8월2일 이후

제7210.61-0000호,

제 7210.69-0000호,

미국 세관을 통관한 제품 중 우회 수출된

제7210.70-6030호 ,

제7210.70-6060호 ,

베트남産 제품에 최대 456.23%에 해당하는

제7210.70-6090호,

제 7210.90-6000호,

덤핑마진 예치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고

제 7210.90-9000호 ,

제 7212.20-0000호 ,

설명했다.

제7212.30-1030호,

제 7212.30-1090호,

제7212.30-3000호,

제 7212.30-5000호,

제7212.40-1000호,

제 7212.40-5000호,

참고로 한국産 냉간압연강판과 도금강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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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2.50-0000호 ,

제7212.60-0000호,

가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정 기준을 제시해

제7210.90-1000호 ,

제7215.90-1000호,

소비자에게 왜곡된 영양 정보를 주는 것은

제7215.90-3000호 ,

제7215.90-5000호,

물론, 기존에 구축한 식생활 문화에 악영향을

제 7217.20-1500호,

제 7217.30-1530호,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7217.30-1560호 ,

제7217.90-1000호,

이 라벨링 분류기준이 이탈리아의 주력 품목인

제7217.90-5030호 ,

제7217.90-5060호,

올리브유, 프로슈토, 치즈 생산자에겐 불리한

제7217.90-5090호 ,

제7225.91-0000호,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

제 7225.92-0000호,

제 7225.99-0090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7226.99-0110호,

제 7226.99-0130호,

EU 식품 라벨링 규정을 보면 제품에 의무 표시

제 7226.99-0180호,

제 7228.60-6000호,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국가별 언어로

제 7228.60-8000호 ,

제 7229.90-1000호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항원도 국가별

등이다.

언어로

표기해야

하지만 뉴트리스코어는

이 같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KOTRA는 EU의 식품 라벨링은 알레르기 유발

EU, 새로운 라벨링 사용 확산

항원 표기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對EU 식품 수출 유의해야

그 외에는 국가별로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고

⟪ 뉴트리스코어, 영양 정보 단순 표기로

설명했다. 이에 EU 내에서 뉴트리스코어 라벨링

일부 국가 반발…국가별 채택 달라⟫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EU로 식품을 수출

EU가 식품에 표기하는 새로운 라벨링으로

하는 업체는 해당 라벨링에 대해 사전 대응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해온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라벨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 사용한다는

참고로 새로운 영양 표기 라벨인 뉴트리스코어는

소식에 이탈리아를 비롯, EU의 기존 라벨링을

프랑스 대학의 연구기관인 EREN에서 개발한

고수해온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식으로 녹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5단계

KOTRA 밀라노무역관은 세계 1위의 식품 다국적

신호등 컬러로 표기한다. 분류 기준은 제품

기업인 네슬레社가 일부 국가 판매 제품에만

100g에 들어 있는 섬유소 및 단백질, 포화지방,

사용해온 새로운 라벨링을 올해 말까지 유럽

열량, 소금, 설탕을 측정해 가장 건강한 식품에

전역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확장할 것을 발표

A(녹색)등급을 부여하고, 가장 건강하지 않은

했다고 7월8일 소개했다.

식품에 빨간색인 E등급을 부여한다.

뉴트리스코어(Nutri-Score)로 불리는 이 라벨링은
벨기에의 경우 4월2일부터 공식 사용하고 있

‘상표 브로커’ 입증해 우리 상표

고, 스페인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

되찾는다

해 올해 안으로 의무 표기를 추진하고 있으

⟪ 中 정부, 개정 「상표법」 11월 시행…

며, 프랑스는 올해 법안을 채택해 2021년부

상표 브로커 근절 의지 드러내⟫

터 표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뉴트리스코어

중국 현지에서 중국 업체와 상표권 분쟁으로

확대 사용 발표에 이탈리아 식품 관련 협회가

고민하는 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정부가

일제히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이들은 뉴트리스코어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면서

밀라노무역관은

네슬레社의

중국 업체가 무단 선점한 우리 기업의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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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 승소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상표권 분쟁에서

소개했다.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고 7월10일

한편 중국정부는 올 11월 시행하는「상표법」에

소개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 출원’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화장품,

거절 또는 무효화 할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요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승소 사례가 나타나고

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정부가

있으며,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社를 비롯해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쌈 전문업체 B社,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社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기업의

홍콩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

공통된 특징은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한

APTA 입증서류로 인정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과선하증권 없을 땐 홍콩서 발급한

이와 관련해 중국 상표 당국은 2017년 1월

비가공증명서로 대체 가능⟫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면서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대해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게 됐다. 이에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등은 사용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없는 업체도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아시아·

무효로 선고하고 있다.

태평양

특허청은 승소한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달라진

가능해졌다.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얻은 것으로

관세청은 홍콩세관과 협의를 거쳐 7월2일부터

만약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했다면, 상대방이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물품에

상표 브로커인지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조언했다. 상대방의 중국 내 출원 현황과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 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이에 따라 APTA를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돼 무역업계는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등을 입증함으로써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승소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된 것이다.

특허청은 특히 같은 브로커에 당한 여러 피해

APTA는 19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한 아시아·

기업이 공동 대응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 쉽게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특혜 무역협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허청은

현재 회원국은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

이러한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

라오스·중국 총 6개국이다.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특허청은 또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중국 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 직원 등

적용받으려면 협정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제출해야 했다.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

무역협정(APTA) 특혜세율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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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협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홍콩은 6월24일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세당국 간 협의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APTA 특혜세율을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에

적용받기를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받을 수 없는 업체도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이에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올 5월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열린 한·홍콩 원산지 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물품에 대해 홍콩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한

우리 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것으로 양측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동향

7월부터 中企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

맞춤형 인증 및 갱신 지원)으로 구성한‘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사전판정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 관세청, 참여 기업에 인증수출자 교육이수

▲FTA 미활용 기업, ▲상대국의 반복적인 사후검증

점수도 부여⟫
올 7월부터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기업, ▲중국産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

대비해 FTA 미활용 기업, 중국産 원자재를

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 부품 등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검증 취약산업군

검증 취약 산업군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리 확인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産 물품에 추가 관세를

관세청은 7월부터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FTA

부과함에 따라 중국産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활용률과 원산지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6월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이를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로 ▲원산지 사전판정팀

위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체 계획 수립, 대상기업 선정, 원산지 사전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판정 및 모의검증), ▲컨설팅지원팀(FTA 활용

했다. 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청이

컨설팅 및 교육지원,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인증지원팀(인증수출자

발급절차, 첨부서류 제출 등을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심사,

비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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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김치 등 ‘신규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82개 공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
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 관세청, 원산지 증명 취약한 식품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주력 수출품 기계류 중점 선정⟫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고시 개정

대상물품’82개를 올 7월1일 신규 추가했다.

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이 늘어

한류 열풍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김치, 면류 등 식품류와 소요 원재료가 많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빙에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기계류가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를 이룬다.

나가겠다”고 밝혔다.
v 품목별 활용 대상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세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증명에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고시」 [별표 2의2] 참조

HS 10단위 기준으로 새로 추가한 82개 품목을
7월17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7월1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NAFTA 대체 USMCA 원산지 규정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강화 유의해야

고시」개정 시 국수·김치·샴푸 등 82개 품목을

⟪ 멕시코, 북미 3국 중 가장 먼저 비준…

추가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은

발효 대비 선제 대응전략 필요⟫

총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수출품목의 원재료,

북미자유협정)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고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력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공식 발효를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은 FTA 활용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KOTRA 멕시코시티

꺼리는 게 사실이다.

무역관이 7월3일 소개했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부터‘국내제조확인서’

멕시코시티무역관은 멕시코 상원이 6월19일,

제출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비준 절차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USMCA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産으로

비준안을 승인하면서 북미 3개국 중 가장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가 USMCA 비준을 완료하는 대로

간이발급 대상물품으로 지정·운영해왔다.

NA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이 공식 발효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했음을 확인해 작성한

멕시코 현지에서는 USMCA 비준 후 불확실성이

문서를 말한다.

많이 감소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김치의 경우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분위기로, 멕시코 환율도 발효 다음 날 급감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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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USMC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

멕시코무역관은 멕시코의 USMCA 비준으로

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준 진행이 압박을 받을

멕시코무역관은 또 美 행정부와 무역대표부

것으로 보이지만, 3국 간 정치와 통상 리스크가

(Office

Trade

여전히 존재해 USMCA 비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Representative, USTR)가 미국 내 비준 절차를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USMCA 발효 전까지

조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하지만, 민주당 측이

NAFTA가 유효해 3국 간 교역에는 큰 타격이

비준(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진행 상황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OTRA는 USMCA가 강화한 원산지 규정을 발효할

반면 캐나다정부는 USMCA 비준에 지지를 강조

경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활발해질

하며 긍정 반응을 보이는 중으로 미국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NAFTA 대비 변경사항을

USMCA 일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지

파악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언했다. 특히 USMCA에는 자동차 분야 원산지

참고로 USMCA는 총 22개 챕터였던 NAFTA에 비해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만큼 멕시코로 자동차

분야를 더 세분화해 총 34개 챕터로 구성했으며,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멕시코 직접 진출을

기존‘에너지 및 기초 석유화학(Energy and Basic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USMCA 발효가 예상보다

Petrochemicals)’,‘긴급조치(Emergency

빨리 이뤄질 것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Action)’,‘표준관리조치(Standards-Related

당부했다.

of

the

United

States

Measures)’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수출입 관련 Q & A (109)

【개인물품 통관】

▸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이 미화 600달러입니다.

î 입국장 면세점 구매·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면세한도는 면세점(입국장,
출국장) 구매물품 및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국장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면세점을 이용해보려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기준이 아닌‘반입기준’으로 생각하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됩니다(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

600달러입니다.

이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미화 600달러

▸ 이와는 별도로 주류 1병(1ℓ 이하, 미화

입니다.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

▸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를 초과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하는 물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까지 면세 가능하고,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서는 600달러 면세한도에서

한도에서 관세 30%를 감면합니다.

우선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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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공정 이외의

【수입·FTA·원산지】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세관의 통제 하에

î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있었고, 그 상황을 경유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수입한 원재료에 문제가 있어 반품 및

기관이 확인한 다음과 같은 서류로 입증한다면

수출신고를 했습니다(거래 구분: 94 기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수출승인 면제). 수입물품을 반품하면 관할

▴ 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적용을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건가요?

제출해야 합니다(동 의정서 제13조 제2항 참조).

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상황의 증거

교부합니다.

2.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 따라서 수출신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 사유에 따라 계약상이

있는 단일 운송서류

등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결정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부(-)표시한 수입세금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

▸ 즉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하는 것

환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알려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
하는 것

드립니다.
v 국세청(☎ 126)

î 한-미 FTA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물품은 미국에서 직접 선적되며, 수출자는

î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홍콩에 있는 회사(B/L 및 INVOICE 등 선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최초 선적된 물품이

서류상 수출자)이고, 생산자는 미국업체로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인천항에 최종 도착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가 생산자일 경우,

경우 중국(경유)에서 발급한‘비가공증명서’를

수출자가

구비해야만‘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체약당사국인 미국이

아니라도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한-EU FTA 협정문‘원산지 제품’의 정의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에서는“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기재돼 있더라도 동 증명서상 한-미 FTA에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한국

▸ 다만 제3국 통과나 창고 보관 시 추가 가공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해당 물품의

작업 없이(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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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할 때 협정과 법령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구
비, 직접운송)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î 세율불균형물품 등의 감면세 적용물품 양도

낮은 경우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를

「관세법」제89조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공장에서 감면받은 항공기 부품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다른 항공사에 양도할 수 있나요?
「관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에

제37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
따른

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애초 수출된 물품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반도체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제조용 장비, 부속기기 포함)은 용도 외 사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양도·양수(임대) 승인, 폐기·수출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멸실 확인·추징, 합병·분할합병 등의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신고, 종결 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

등 사후관리대상입니다.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 하지만 동법 제89조 제1항 제1호[항공기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부분품 포함)]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아니므로 양도할 경우에도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않습니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1. 수리 후 재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다시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독일 제조사로 보내 물품을 수리하고 재반입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했습니다. 이때 수리 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인보이스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표시 문구를

제비용

기입하면,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참고로 수입물품은 2011년 상반기에 최초로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수입한 물품이라 인증번호 없이 수입했고,

비용

이후 수리를 위해 다시 제조사로 반출했습니다.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때 제조사가 인증수출자번호를 획득해 FTA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수리 후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

재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임을 확인

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
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

했습니다.

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 한-미 FTA와는 달리, 한-EU, 한-ASEAN,

▸수리하기

한-EFTA FTA에서는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위해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되며, 수리로 인해

별도 관세면세 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발생하는 수리비 및 왕복운임은 과세하지만,

없습니다.

재수입하는 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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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리(가공)비용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 혜택을 부여하므로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

가능합니다.

(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î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반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은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최근

인증 혜택을 부여하므로 인증받은 협정 외의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국가로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앞으로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신규 품목을 수출한 경우 기(旣) 인증으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 인증 절차를

외에 다른 협정(한-미 FTA, 한-중 FTA 등)에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나요? 협정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보세·환급·기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에 따른 혜택은

î 외화수표의 반입

협정별로 상이하며, 한-ASEAN FTA, 한-싱가포르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외국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FEDEX 택배를

CEPA의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으면 원산지

통해 외화수표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사전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

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외화수표를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증빙자료의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외화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특송으로 지급수단을 받을 예정이면 외국에서

진행하는 현지 확인도 생략할 수 있으며,

발송할 때 기표지에‘check’라고 표기해야

한-EFTA의 경우는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합니다.

에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전자문서 이

▸또한 수취 전에 해당 특송업체에 외국환

용 불가능)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으면 수출

신고를 할 지급수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드시

자의 서명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이용

알려야 합니다.

가능).

▴ 참고로 신고하지 않고 외화 등을 영수한

▸위에 언급한 F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는

경우 반입 경위 및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조사의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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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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안내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1)

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 원산지 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은 체약당사국 간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FTA 특혜관세 수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배제 또는 수입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목적은 관세탈루 방지와
제3국産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원산지 사후검증 방법은 검증 수행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일반 품목에 대해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섬유류는 간접검증 또는 한·미 관세당국의 합동 현지
검증을 적용하고 있다. 간접검증 방식은 대표적으로 한·EU FTA가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
하는 방식이다.

2. 美 관세당국(CBP)의 통관절차
한-미 FTA 협정문에 원산지 검증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은 미국 국내법령과
통관제도의 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관세당국(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통관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美 CBP의 통관절차는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제출, 화물반출신고 및 수입신고의 통관단계,
사후심사단계를

거친다.

먼저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까지

적하목록

자동화

시스템인

AMS(Automated Manifest Systems)를 통해 출항 24시간 이내(24 Hour Rule)에 CBP에 적하목록
및 ISF(Importer Security Filling)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화물 도착 후 수입자의 수입신고는 화물반출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물반출신고는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을 통해 진행하며, 수입신고(납세신고) 및 관세납부는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Entry Summary)을 통해 진행한다.
CBP는 통관 후 사후세액 심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합성을 심사하며, 이때 FTA 원산지 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해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검증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뤄지나, 미국의 경우 정산(Liquidation) 이전단계에서 이뤄진다. 세액 정산은 화물
반출신고(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10개월 또는 314일 이내,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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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의 법적 근거
한-미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근거 법령은 한·미 FTA 협정문, 미국 국내법령 등에
따른다.
가. 한-미 FTA 협정문
먼저 한-미 FTA 협정문은 원산지 검증을 일반 품목에 직접검증 방식, 섬유류 및 의류에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방식으로 채택해 별도로 규정한다. 한-미 FTA의 일반 품목에 대한 직접검증 방식은
「한-미 FTA 협정」제6.1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섬유류 및 의류는「한-미 FTA 협정」제4.3조 제3항 및 제6항에 근거해 간접검증 또는 공동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
② 수출국 관세당국에 불법행위 및 원산지 조사 요청(다른 FTA에 없는 특수한 규정), ③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현지검증(한·미 관세당국의 합동조사)할 수 있다.
나. 미국 국내법령
미국 국내법령의 원산지 검증 규정은「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청 규정」(19 CFR 10,
Subpart R)의 제10.1026조~제10.102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10.1026조에서 설명하는
원산지 검증의 방식은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와 동일하게 CBP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검증과 현지검증 중 선택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CBP의 특혜관세
거부 가능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원산지 검증 관련 불충분한 정보 제공, 수입자·수출자·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FTA 원산지 신고 및 증명서 제출, 수출자·생산자가 현장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특혜 불인정 판정 시 CBP는 서면
또는 전자통관시스템(EDI)을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1027조는 섬유류 및 의류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설명이며,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과
큰 차이 없이 규정한다. CBP가 우리 관세당국에 섬유류 및 의류업체의 불법 무역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면,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원산지 검증 관련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특혜관세 거부 및 반입금지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CBP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거나 동종 물품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4. 美 CBP의 원산지 검증 기본절차
가. 일반 품목
일반 품목에 대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美 CBP의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에게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을 요청하면서 시작한다. 미국 수입자는 CBP 요청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CBP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비밀자료나 민감자료일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CBP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BP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자,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CBP의 원산지 검증 결과는 CBP Form 29(Notice of Action, 결과통지서)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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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면,
특혜인정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하지만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먼저 예비결정
(Proposed Action)이 이뤄지며, 2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결정(Taken Action)
으로 확정한다.
나. 섬유류 및 의류 품목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한 CBP의 원산지 검증은 미국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
하거나, 미국 관세당국과 한국 관세당국이 합동으로 현지검증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CBP가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을 통해 원산지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
미국 CBP는 원산지 검증을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으로 나눠 운영한다. 특정 수입신고 건 원산지 검증은 주로
관할세관 차원에서 수행하고, 특정 회사 전체 수입신고 건은 주로 CBP 본청 차원에서 수행한다.
특정 수입신고 건은 현업 관리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관리 하의 20개 지역관리청
(Field Operations Offices)과 328개의 통관항(Ports of Entry) 소속 물품검사 공무원
(Officer)

및 수입

전문관(Import

Specialist)이

검증을

수행한다.

2016년

3월부터는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를 통한 산업별 특화된 원산지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10개의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를 지정해 주요 항구도시에
있는 10개의 지역관리청(Field Operation Offices)을 중심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10개의
CEE를 관리·운영하는 지역관리청은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버팔로, 러레이도, 휴스턴, 뉴욕에 있다.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은 기업심사과(Regulatory Audit)와 산하 10개의 감사 전문
지역관리청(Audit Field Offices) 심사전문관(Auditor)과 현업 과장(Field Director)이 검증을
수행한다. 10개의 감사 전문지역관리청은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휴스턴, 롱비치,
마이애미,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다.
라.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 산업별 특화 검증 담당 조직(CEE)
2016년 3월부터 CBP는 특정 수입신고 건 원산지 검증 시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를 통한 산업별 특화된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EE는 산업별로 10개 센터로 나눠
주요 항구도시의 지역관리청(Field Operation Offices)이 운영하며, 전문인력이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EE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청 외에도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이
이뤄진 통관항(Port of Entry)의 담당자가 검증을 담당할 수 있다.
산업별 10개 센터를 식별하기 위해 팀코드를 부여했으며, 이는 CBP Form 28의 18번란‘Team
Designation’의 담당자 정보에도 기재돼 있다. 산업별 10개 센터의 담당자가 속한 통관항·
지역관리청 소재지 및 이메일·전화번호, 팀코드는 CBP 홈페이지(https://www.cbp.gov/trade/
centers-excellence-andexpertise-information/cee-directo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1월 기준 CEE 구성인력은 약 300여명이며, 구성인력의 직함은 Center Director(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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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Center Director(27명), Assistant Center Director- Acting(1명), Entry Branch
Chief(19명), Branch Chief-Acting(1명), Supervisory Entry Specialist(76명), Supervisory
Import Specialist(162명), Supervisory Liquidation Specialist(3명)다. 실제로 미국 수입자와
한국 수출자가 받은 CBP 직원의 이메일 서명은 주로 Senior Import Specialist, Import
Specialist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마. 美 CBP의 원산지 검증 대상 선별기준
공식적으로 CBP가 선별기준을 발표한 적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CBP는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다음 수입신고 건을 우선 검증하고 있다.
- CBP가 전략적으로 검증하려는 품목(예: 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 부정수입 등의 내역이 있는 업체
- 내부통제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
섬유류 및 의류의 경우 다음의 건을 우선 검증하고 있다.
- 제3국産 우회수출 물품 및 MID정보*를 기초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물품
- 미국 수입신고 시 신고된 MID정보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제공한 연례기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對미 수입량이 ‘연례기업정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업체
* MID(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 수입자가 CBP에 생산자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로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가 짐
** 연례기업정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FTA 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섬유류
생산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v [1] 관세청 ‘YES FTA 포털사이트’ [FTA 자료실] - [협정별 자료] 참조
권 종 열｜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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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î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법 제15조,시행령 29조,규정제4-2조*]
- 법 제15조 제1항: 일반적인 지급절차
- 법 제15조 제2항: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위한 지급 시(기재부장관의 허가 필요)
*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위반사례]
- 1항: 거주자 A는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미국에 송금
- 2항: 이란* 국민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음
* UN 제재대상국가

î 채권·채무 상계[법 제16조 1호, 시행령 30조, 규정 제5-4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5천 달러 초과 채권·채무 상계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
처리 후 30일내 사후보고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위반사례]
-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A사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해당 주식을 비거주자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î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법 제16조 2호, 시행령 30조, 규정 제5-8조]
아래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1. 수출(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 수령)
① 본지사간 거래로 D/A 결제기간 3년 초과
② 본지사간 거래로 물품선적 전 선수금 수령
③ 본지사간 아닌 거래로 물품선적 전 수출대금을 1년 이전 수령.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2. 수입
① 건당 5만 달러 초과 재수출목적의 금 수입대금을 물품수령 후 30일 초과하여 지급
② 건당 2만 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 이전 지급.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 달러 이내의 수입대금
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의 1-③, 2-②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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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 6개월 후 수출 이행
-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B사로부터 1년이 넘도록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함

î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법 제16조 3호, 시행령 30조, 규정 제5-10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5천 달러를 초과하고 1만 달러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그 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위반사례]
-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 A사는 이탈리아 B사와 소가죽 원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대금의 75%는 B사에 직접
지급하고 25%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C사에 지급함

î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법 제16조 4호, 시행령 30조, 규정 제5-11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위반사례]
- 대만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대금 일부는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일부는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 입국한 대만수출자의 대표에게 직접 지급

î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폐, 수표, 증권, 어음 등을 반출입하는 행위
[법 제17조, 시행령 31조, 규정 제6-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및 국민인 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위반사례]
- 이란에 기어박스 등을 수출하면서 이란의 중개상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6만 유로를
휴대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미신고
- 미국 영주권자 A는 2만 달러의 ‘외화수표’를 반입하면서 국내 입국 시 세관장에게 미신고

î 거주자의 해외예금 미신고[법 제18조, 시행령 32조, 규정 제7-11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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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A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도피·은닉하기 위하여,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없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 중 일부 금액을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î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법 제18조, 시행령 32조, 규정 제7-46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상속 등에 따른 채권발생거래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건당 3천만 달러 이하 물품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동산 제외), 국내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 간 선박
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의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소유권 이전 제외)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 등 이와 유사한 계약
및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시

[위반사례]
-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 수입하여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 의류제조업체 A사는 베트남 소재 B사로부터 재봉틀 기계를 30만 달러에 구입한 후 외국환
은행장에게‘신고 없이’현지 거래업체 C사에게 재봉틀 기계를 임대

î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법 제18조, 시행령 32조, 규정 제9-5조]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를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신고기관장에게 보고
*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
[위반사례]
- A사는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일본소재 현지 법인의 지분 10%를 인수
- B사는 일본 소재 현지법인에 미화 20만 달러를 ’14.3월~’16.3월(2년) 기간 중 대부투자
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없이 대부 투자금액 중 10만 달러를 회수함
î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투자[법 제18조, 시행령 32조, 규정 제9-39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변경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수리
* 투자목적,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체재목적, 임대보증금 1만 달러 초과 외국부동산 임차 시

[위반사례]
- 거주자 A는 투자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 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
v 자세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상담 : 서울세관 Help Desk
v 상담관 : 전성배(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과장) ( TEL. 02-5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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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품분류

î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
상단 면에 나뭇결 무늬가 있는 롤로 추가 공정을
거침, 크기: 약 140mm(W)X21mm(T)X 2,800mm(L)
용도: 데크(deck)용

o 품명: FROZEN APPLE MANGO
물품설명: 애플망고의 껍질을 제거하여 다이스상
으로 절단하고, 이러한 가공 전․후로 차아염소산
나트륨 염소수*로 세척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

[제시성분] (물품①): 폴리에틸렌 및 폴리
프로필렌(1:1) 27%, 목분 52%, 기타 충전제 19%,
기타 성분(방지제, 안정제, 안료 등) 2%,

[염소수 농도] 전(前): 20-30ppm(제조 공정상

(물품②)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1:1)

“Disinfection”), 후(後): 0.5-1.5ppm(제조 공정상

39%, 목분 29%, 기타 충전제 29%, 기타 성분

“Washing”)

용도: 식용(별도 가공없이 바로 섭취)

(방지제, 안정제, 안료 등) 3%

품목번호: 제0811.90-9000호

ㅇ 제조공정
- 원재료 배합 ⇒ 컴파운딩(펠릿으로 가공)

o 품명: Rotbäckchen Vital ① IMMUN ② EISEN

⇒ 성형압출 ⇒ 완제품

물품설명: [물품① IMMUN] 과실혼합주스(적포도
주스 91.8517%, 아로니아주스 2%, 엘더베리주스
2%, 블루베리주스 2%, 블랙커런트주스 1%),
비타민 C 0.92%, 글루콘산아연 0.2178%,
비타민 D3 0.0105%를 혼합한 적자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450㎖)
[(물품② EISEN] 과실혼합주스(적포도주스

품목번호: 제3916.90-2000호

67.5765%, 아로니아주스 3%, 엘더베리주스 1%,

* 핸드백, 지갑 등 보호용 백(Bag)으로서 매장에서

블랙베리주스 0.5%, 체리주스 0.5%, 포도농축액

고객에게 상품 판매시 판매품의 크기에 맞는 본건

6.5%), 딸기퓨레 20%, 비타민 C 0.49%,

물품을 사은품으로 별도 증정

글루콘산철 0.40%, 비타민 D3 0.0105%, 비타민

용도: 특정 가방, 악세서리 등의 보관(보호)용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o 품명: Cotton dust bag; ① PKGFS1107,
② PKGFS1105
물품설명: 윗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삽입
되어 있는 면직물제 직사각 형태의 백(크기
: [①번 물품] 약 55×53㎝, [②번 물품]
약 27×17.5㎝)

B1 0.009%, 비타민 B2 0.007%, 비타민 B6
0.007%를 혼합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

o 품명: Traction machine; PMF018S

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인 승강기(Lift)를 구동 및 제동하는
물품으로, 승객이 탑승하는 카(Car)를 목적하는
위치까지 상하 방향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고,
승강기에 이상 동작이 발생할 경우 카(Car)가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임

품목번호: 제2106.90-9099호

o 품명: ① Wood composite, ② Wood
plastic composite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목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것(압출 시
좌우에 연결을 위한 홈이 형성됨)으로, 압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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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제8431.31-0000호

* 크기: 가로770x세로387x높이720mm, 중량: 465kg,
동력부 출력: 18kw

구성요소별 기능

o 품명: Gearbox; 88740-DTP30

[동력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기계)

물품설명: 차량용 의자를 모터의 힘으로 이동
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동력전달 장치의 일종으로,
웜 샤프트와 웜 휠, 리드 스크류, 리드 너트와
리드 너트 커버 등으로 구성
품목변호 : 제8483.40-9090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로터(Rotor)와 스테이터
(Stator)로 구성됨
[견인부] 고하중의 카(Car)를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구동시브(Sheave)와 축(Shaft)
으로 구성됨. 카(Car)를 상하 방향으로 미끌림
없이 견인하기 위해 구동시브에 홈(Groove)이 파여

o 품명: Polarzing film; AMN-6143CPS TV5

있으며, 로프와 구동시브 간 마찰에 대한 내마모성을

5

위해 구동시브는 특수 재질로 제작됨

스프링,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물품설명: 텔레비전 액정표시장치(LCD) 사이
즈(55인치)에 맞게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된
편광필름(규격: 1,219.9*690mm, 두께: 267㎛),
PVA 필름(편광*소자)과 PET 필름(눈부심 감소),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

동작확인 스위치 등으로 구성됨

*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방향을 편광 축과

[신호 검출부] 승강기 이상신호를 검출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고, 그 외의

〃

[제동부] 승강기의 이상 동작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 조건 등의 위험으로부터 카(Car)를 안전
하게 정지시키는 장치로 솔레노이드, 브레이크

빛은 흡수 또는 반사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편광을

주행상태의 속도 및 토크 제어에 필요한 카

만드는 역할

(Car)의 속도와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엔코더

품목번호: 제9001.20-0000호

엔코더 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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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해설

생산 종료 후 확정한 제조원가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생산 종료 후 확정한 제조원가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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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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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관세평가협정」에서‘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이라는 의미는 평가를 위해
물품이 제시됐다는 사실 자체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고,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가격조건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최종적인 총 금액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생산 종료 후 확정한 제조원가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거래 내용】
o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가공 수산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은 시세상품이고
원료의 어획량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는 가격조정약관이 있다.
o 계약서상 최종가격은 노무비, 원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원재료비, 기타 수입물품 생산 시
발생한 비용 등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해 생산이 종료된 후 합의한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o 따라서 수입신고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잠정적으로 작성한 잠정송품장으로 하고 구매자는
잠정송품장에 기초해 일단 결제한다. 판매자가 해당 시즌 종료 후 산출한 확정가격으로 작성한
확정송품장을 기준으로 잠정송품장과 차액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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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회 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
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o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 매매계약에서 가격 결정은 해당 시즌 생산 종료 후
하도록 돼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판매에 해당한다.
o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가를 계산해 산출한 가격이
해당 수입거래에서 실제지급금액이 된다.
【해 설】 위 사례는 수입물품은 시세상품이고 원료의 어획량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잠정적으로 작성한 잠정송품장으로 결제하고, 해당 시즌 종료 후 산출한 확정가격으로 작성한
확정송품장을 근거로 잠정송품장과의 차액을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거래에서의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수출판매 및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협정 제8조에 규정된 가산요소금액을 더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하며,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가격조건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최종적인 총 금액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계약서에 기재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조정약관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고,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가격조정약관은
그 자체로 협정 제1조에 근거하는 평가를 배제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입물품은 시세상품이고 원료의 어획량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는 가격조정약관을 두고 계약서상 최종가격은 수입물품 생산 시 발생한 비용 등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해 생산을 종료한 후 합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가를 계산해 산출한 가격이 해당 수입거래에서
실제지급금액이 된다.
위 사례와 관련해 우리「관세법」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관세법인 대유

8월

www.daeu.co.kr

한편 일본「관세법」에서‘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실제지급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부여된 가격조정 조항의 적용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 실제지급가격은 조정한 후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위 사례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확정된 후 확정가격 신고절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와 관련해 우리「관세법」은 제28조 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 잠정가격 신고대상 및 확정가격 신고의무와 확정가격 신고 시 제출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에는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î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
으로 한다.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후 가격이 확정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은 가격을 조정한 후의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 되며,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할 때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이나 거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를 하고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신고를 한다.

이 병 용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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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실무 (5)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절차 안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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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업체는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보관장소 주변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허가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운송업체는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에 대하여 직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무단침입 대처요령
①무단 침입자를 발견한 자는 상급자에게 통지 한다.
②침입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관장소에 대한
보고절차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③침입자에게 그의 방문 목적을 물어 본다.
④만약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 침입자에게 떠나 줄 것을 요구한다.
⑤침입자를 출구까지 배웅한다.
{만약 침입자가 떠날 것을 거절한다면}
①무단 침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임을 통지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침입자가 떠날 것을 거절한다면 경찰 또는 경비업체에 신고한다.
③그 침입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침입자와
거리를 둔다.
■ 운송업체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식별할
경우 이를 세관당국 또는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고담당자를 지정하여 한다.
■ 특이사항의 정의 및 보고절차
- 운송업체는 화물을 취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특이상황 발생을
직접 식별한 경우 이를 즉시 업무 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교육한다.
-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업무책임자는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에 보고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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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및

- 보고담당자는 세관당국 또는 외국 관세당국에 즉시 특이/위법사항을

트레일러

보고한다.

보관장소에 대한

- 특이사항의 정의

무단침입을

①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트럭 보관장소에 비인가된 자의 무단침입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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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트럭의 검사 point

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럭

강 동 구 ❙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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