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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입국장 면세점’도입 법적 근거 마련
“귀국 시 면세품 구입 가능”

❞

⋘ 「관세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정부, ‘기존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발표 ⋙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란이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규정도 새로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8일 관세법을 포함한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비교해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 도입
귀국 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만
운영 특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판매 물품은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며, 판매
대상에서 담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내·온라인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공항에서 전달받는‘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대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기한 확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기한을 확대한다.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대상품목 중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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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품목(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터빈 등)의 관세 면제기한을
3년 유예한 것이다.
이외 품목은 내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10%p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인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의 세금 체납 관리를 위해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
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

분해 작업(KD)’도‘보세공장 작업 범위’에 포함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마련⋙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2월24일부터 시행⋙

앞으로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KD, Knock Down)도 포함된다.
보세공장에서 고철, 폐목재(廢木材)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한 후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2월2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도 포함했다. 해외 완성자동차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분해한 후 수출하는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보세공장에서 고철, 폐목재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한 후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선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은‘① 즉시반출업제 및 품목 등록→ ② 잉여물품 확인서
발급→ ③ 즉시반출신고서 제출 후 반출→ ④ 10일 이내 일괄 수입신고→ ⑤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목록 조회 후 통관이행내역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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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세공장 특허범위도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접거리(15㎞
이내)의 동일 기업체 보세공장을 단일특허로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등 수입국 수입승인·
허가 등 규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중 보세구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필수 품질 테스트 시료 등도 정상적인 소요량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도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반입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신고
절차를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 기록으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 생략, 필요시 심사자가 제출

❞

⋘ 부문별‘자체평가 체크리스트’도 마련 ⋙
⋘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AEO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평가와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온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필요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1월22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AEO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온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했다. 정기 자체평가서 및 심사자 확인서에 대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AEO 업체의 사업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또한 AEO 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 수를 대폭 축소한 ‘응답형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별지서식 제11호의2] 정기 자체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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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EO 공인을 취득한 기업과의 거래비율을 고려해 공급망 안전이 우수한 공인
기업은 등급 상향 심사 시‘안전관리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AEO 업체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시간 등을 명료화했고, 타 훈령에서 규정
하던 AEO·정산업체에 대한 혜택(통관절차 등의 특례)도 별표에 반영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E-mail: aeo1@customs.go.kr, FAX: 042-481-7869)

❝

전자상거래 물품 반송 시 B/L 합병 가능

❞

⋘ 관세청,‘전자상거래 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발표⋙
전자상거래 물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문 취소, 통관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한 특송화물도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물품반송에 관한
업무처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국내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중 동일한 해외 판매자의 특송물품에
대한 B/L 합병 허용을 골자로 한‘전자상거래 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을
12월11일 발표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물품의 건별 반송 절차는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이 소요돼 국내 구매자,
특송업체, 창고 운영인 등 관련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 특송화물의 폐기 등 처리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12월1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중 주문 취소, 통관 불허 등으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려는 물품의 경우 최초 B/L상의 수하인(Consignee)과 관계없이
해외 판매자(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수하인으로 해 B/L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요건을 보면, 해외 수출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국내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하고, 물품 취급권한의 경우 B/L 합병 신청자는 해외 수출자 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물품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정했다.
또한 국내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중 동일한 해외 판매자의 특송물품에 대해서만
B/L 합병을 허용하며, B/L 합병 신청자는 물품 취급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외
수출자 위임장 등), 환불조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B/L 합병 신청 건 심사 시 신청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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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세관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특송업체, 포워더, 창고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차등 적용

❞

⋘ 중소기업 감면율은 50% 유지, 중견기업은 30%로 조정 ⋙
⋘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 삭제,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 신규 추가 ⋙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68개 물품을 49개로
조정한다.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 중소업체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관세 감면율인 50%를 적용하지만,
중견업체가 수입할 땐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30일 입법예고했다.
먼저「관세법」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과 관련해 감면 대상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관세감면
대상 68개 품목을 49개 품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엔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턴 중견
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물품별로는 현재 관세감면 대상인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6, E-mail: xroze@korea.kr, FAX: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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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장 마친 UNI-PASS,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

⋘ 인기 검색어 및 이용 상태 확인 기능 등 추가 ⋙
⋘ 사용빈도 순으로 메뉴 재배치 및 가독성 끌어올려 ⋙
해외 직구 이용자 증가 등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맞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도 새단장을 마쳤다.
관세청은 국민이 쉽고 빠르게 UNI-PASS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19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역업체, 관세사 등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신고·조회·출력 등)를
유형별로 첫 화면에 배치했다.
또한 인기검색어, 이용 상태(원활, 지연, 장애)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메뉴 명칭을 간소화하고 신고서식명에 단어 간 공백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일부 메뉴도 성격에 맞게 재배치했다.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 개통부터 최근까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패턴 및 전화민원 분석,
업체 간담회 및 대국민 공모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했고,
첫 화면은 내·외부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800만 해외 직구 이용자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해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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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일반기계, 수출 500억 달러 돌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월21일

‘7년 만의 쾌거’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기계 연간 수출액이
잠정 집계

먼저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결과 역대 최초로 500억 달러를

12조원 늘어난 2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돌파했다고 12월13일 밝혔다.

이 중 무역보험은 전년대비 10조 원(6.9%) 증가

이번 수출성과는 2011년 400억 달러를 돌파한

한 15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래 일반기계산업이 7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를 통해 일반기계는 반도체 , 석유제품 ,

구체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

선박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수출 500억 달러를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일괄

돌파한 품목으로 기록됐다.

30% 할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특히 올해는 9개월 연속 월간 수출 40억 달러를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초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중견기업은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이어왔다. 설 연휴가 있던 2월을 제외하고

영세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달에 4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3억 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한도 역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수출 성장세를

할 예정이다.

유지하기 위해 수출애로 해소·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또한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 원 이하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는 과거

전했다.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

 정부, 내년 무역보험에 155조

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투입 수출증가세 유지에 총력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35%까지

계획이다.

확대⟫

아울러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정부가 내년에도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무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을

1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받던 수출 건에 대해서도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할인폭도 현행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30%에서 35%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 시 보험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책정한도도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에 대응하고 , 임금 ·

산업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

1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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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일자리 유지·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납품 중소·

산업부 관계자는“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우리

중견기업은 수출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즉시

기업이 수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출 증대효과가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는 달리

큰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납품 중소 · 중견

밝혔다.

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구매기업에 이전되며,
수출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K-sure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中企

이에 따라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에서 납품

내년부터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현금화 가능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산업부, 최초 무역보험 제도인‘일자리공급망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보증’시행 예정⟫

수출구매기업의 경우에도 납품 중소 · 중견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을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제조업

지원하는 최초의 무역상품이 생겨 경영자금

관련 원·부자재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한층 자유로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산업부 관계자는“1년 동안 일자리 공급망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채무부담 없이’

제도의 안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2차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

벤더 이하로 해당 제도를 확대 · 적용하는

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인‘일자리 공급망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증’을 내년 1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전했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월28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① 수출구매기업이

 우리나라 통상현안, 그 대응방안을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 납품

찾다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 KIEP,‘ 통 상 전 략 포 럼 ’ 발 족 식 열 어 ⟫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1월23일‘KIEP 통상

즉시 현금화하고, ③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전략포럼’을 열고, 美·中 통상분쟁 심화,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K-sure)가 보증하는 제도다.

출범, WTO 구조개혁 논의 등 우리나라 불거지고

이는 직접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

있는 각종 통상현안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납품 중소 ·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무역보험 상품으로서, 무역보험의 보호 범위가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서플라이 체인의 중간단계와 서비스 수출로

본 포럼은 국제통상환경이 격변기에 놓여

확장되고,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구매기업과

있음을 인식하고 현안을 적기에 논의해 정책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촉진하며, 나아가
8

관세법인 대유

1월

www.daeu.co.kr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여명의 학계 통상

예정이다. 또한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 시

및 다수의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등을 자국 철강

출범했다.

산업과 비교해 해당 국가의 반덤핑 조치 실효

KIEP 이재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국내 통상

및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선도하는 KIEP가 학계의 저명한 연구진

이번 조사대상 동관(HS Code 6단위 기준

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

7411.10)은 기본세율이 무관세 적용 중이고,

대응방안을 찾고, 중장기 통상정책의 비전과

올 10월 25일부로 발효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며 포럼의 발족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됐다.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캐나다의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제조된

한편 이날 KIEP는 정부에 제안할 통상정책

동관의 수입액은 5,26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학계의 주축인

21% 증가했는데, 5년 전인 2013년의 수입액과

무역 및 통상 분야 전문가 29 명을 ‘KIEP

비교했을 때 약 50.7% 감소해 전반적으로

통상전략포럼’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동관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IEP 관계자는“본 포럼은 올해 발족을 시작

아울러 2013년 한국産 동관은 2,934만 달러

으로 내년부터 통상이슈에 따라 정기 또는

가량 수입돼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27.4%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2013년
대비 94.9% 감소한 149만 달러(전체 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한국産 동관 반덤핑 종료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더 이상

재심 착수

자국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 KOTRA, 반덤핑에 대한 기업의 초기 선제

경우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응 필요성 강조⟫

기업은 국경관리청이 요구한 질문서와 증빙자료를

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조사당국이

성실하게 제출해 조사당국이 대상제품의 제조

11월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브라질·

및 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그리스·멕시코産 5개국 동관에 대한 반덤핑

한다고 조언했다.

종료재심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KOTRA 관계자는 “캐나다는 사회기반시설 등

종료재심은 반덤핑 부과 시점으로부터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동관에 대한

5년 후 진행되며 ,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덤핑 규제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보호무역

유지할 전망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종료

움직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재심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덤핑 지속

하고, 특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경우 캐나다의

여부와 재발 여부를 판단하고, 국제무역심판소

수입규제 이력을 파악하고, 반덤핑 절차에

(CITT)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

대한 컨설팅을 받는 등 기업의 초기 선제대응

한다.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4월18일 발표될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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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한국産 구조용 강관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조사당국이
요청한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반덤핑 종료재심 개시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 KOTRA, 반덤핑 혐의 철회 시 우리 기업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료 제출로 2013년을

긍정적 요인⟫

마지막으로 규제조치가 풀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조사당국이
12월11일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생산된 구조용

KOTRA 관계자는“덤핑 재발 우려가 있다고

강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반덤핑

12월15일 밝혔다.

규제가 적용되지만, 반대로 반덤핑 관세 혐의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이번 반

요인으로 작용해 對캐나다 수출 확대가 예상

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된다”며,“캐나다 내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종료재심을

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조사당국이 보유

철강산업 보호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있는 자료와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고 조언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할 예정”이라고

 정부, 터키에 PET 양자 세이프

덧붙였다. 국경관리청이 덤핑 정황과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캐나다 국제

가드 보상 요청

무역심판소(CITT)에서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

⟪산업부 , 터키와 관련 보상협의 진행 …

판정을 한다.

보상규모 및 방식 논의⟫

이번 조사대상 강관(HS Code 4단위 기준 제

조만간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7306호)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올 10월25일

피해 보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터 적용되는 철강재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에 서
는

제외돼

없 는

추 가적 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30일 터키 앙카라에서

수 입 규제

터키 무역부의 페트(PET) 양자 긴급수입제한

상황 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협의를 했다고

올해 1~10월의 캐나다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전했다.

5억 8,111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

양자 세이프가드(SG)는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했는데,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63%),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 정지

▲터키(5.9%), ▲인도(4.8%), ▲한국(4.5%),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베트남(4.3%) 순으로 미국이 전체 구조용

제도다.

강관 수입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내 신규 주택

터키 무역부는 터키 내 페트(PET) 기업 신청을

건설이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토대로 한-터키 FTA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

있어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할

조치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1년차

것으로 예상된다.

6.5%( 최혜국 관세율), 2 년차 6% 의 관세를
부과했다.

15년째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에도 한국과

이번 보상 협의는“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터키로부터 수입은 지난해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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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경우 이와 동등한 관세액 만큼의

내렸다 .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4개국의

무역자유화 보상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 시장점유율은 약 75%다.

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제4.4조에 따라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은 11월20일 국제무역

개최됐다.

관행국이 멕시코 석유화학업체‘네그로멕스

이번 협의에서 한-터키 양측은 보상규모 및

(Negromex)’의 요청으로 시작한 한국·미국·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더불어 한-터키

일본·폴란드 4개국 합성고무 SBR 수입품의

FTA 에 근거한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반덤핑 조사에 대해 올 9월11일 반덤핑 예비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SBR(Styrene Butadiene Rubber)은 가장 일반적인

산업부 관계자는“추후 터키와의 실무협의를

합성고무로 , 천연고무에 비해 내마모성 ·

통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상 논의

내열성이 우수해 타이어, 신발, 고무호스,

등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벨트 등에 사용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터키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 연방관보는 이번 예비판정을 내리며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각국 세율을 얼마만큼 부과할 지 적시하진

적극 검토하는 등 FTA에 규정돼 있는 권리를

않았다. 앞으로 대외무역위원회 의견을 검토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멕시코 경제부가

【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

한국産 제품 등에 덤핑 최종판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대상) PET CHIP(HS 3907.69)

KOTRA

* 식품포장용 필름, 산업용 전선, 의료기기

관계자는“ 멕시코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으로 반덤핑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품, 스테이플파이버(섬유) 등 원료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합성고무

○ (對터키 수출동향) 3,300만 달러(2017년

SBR이 우리의 對멕시코 수출에서 차지하는

기준, 전체 수출 중 7위)

비중이 많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던

○ (경과) 2.23. 조사 개시, 4.19. 공청회

우리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최, 10.13. 조치 발표, 10.31. 조치 부과
※ 우리정부는 터키정부의 PET 양자 세이프가드

“크로아티아, 동유럽 진출의

조사에 대응해 3.25. 답변서 제출, 4.11.
정부서한

발송,

4.19.

공청회

교두보 될 수 있을까?”

대응,

⟪KOTRA,‘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 사절단’

6.22, 7.3, 10.31 고위급 아웃리치 실시

파견⟫
KOTRA는 11월29일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멕시코, 한국産 합성고무 SBR

‘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 사절단’을 파견

반덤핑 예비판정

했다고 밝혔다.

⟪ KOTRA, 對멕시코수출 타격 불가피 전망⟫

올 10월 주한 크로아티아대사관 공식 개관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 일본·

이후 양국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폴란드産 합성고무 S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마련한 이번 사절단에는 기계·부품, LE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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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진출 유망분야 7개社가 참가했다.

했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해외 직구

세부 사업인‘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 포럼’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에는 박원섭 주크로아티아 한국대사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에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한·크 비즈니스클럽

따라 중국경제 하방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등 주요 기관, 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으로

양국 경제 및 교역동향 , 경제협력 기회 ,

풀이된다.

협력사례 등을 공유했다.

KOTRA 관계자는“중국정부가 통관 사전·사후

이어진‘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크로아티아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기업 29개社가 참석해 우리 기업과 수출, 투자,

앞으로 중국 정책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기술협력 등 실질적 협력을 타진하기 위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이번 조치로

3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해외 직구 시범도시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우리 기업은 해외

크로아티아는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지만

직구 정책에 맞춰 유통채널 재조정등 중장기

지리적 이점으로 약 2,000 만 명 규모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 유고연방 및 동유럽 진출 교두보로 활용

아울러 앞으로는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돼
우리 기업은 해외 직구를 중국 소비 시장수출

 中 해외 직구 통관정책 내년부터

테스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바뀝니다
⟪ 해외 직구 허가품목 1,321개로 확대 …
복잡한 검역 ·심사도 생략 ⟫

 중국은 지금‘창업붐’

내년부터는 중국에서의 해외 직구가 더욱

…외국인 창업도 OK

간편해질 전망이다.

⟪ KOTRA, 세계 2위로 성장한 중국 창업시장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재정부가 내년

분석⟫

1월1일부터 기존 해외 직구 통관정책을 조정

올해 중국에 창업한 기업이 10만개社 이상인

하기로 했다고 12월5일 전했다.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 11월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왕이 클라우드와 IT쥐즈

상황을 명문화하고‘해외 직구 소매 수입품

가 발표한‘2018년 전국 창업보고’자료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인용하며 , 2018 년 창업한 기업이 전국에

이번 해외 직구 통관정책 조정의 핵심내용은

10만개社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7일

▲해외 직구 허가품목 1,321개로 확정, ▲최초

전했다. 이는 창업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수입심사 및

있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튼튼히 뒷받침

등록’요건 폐지,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 ▲해외 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과 중국과기금융

로의 확대다. 중국정부는 2016년 4월 해외

촉진회, 상하이시과학연구소가 발표한‘중국

직구 과세정책이 처음 마련된 이후 4번째 유예

과기금융생태연도 관찰 2018’보고서는 중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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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시장이 지난 1년간 꾸준히 나아지고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과기금융체계가 다양화됐으며, 앞으로도 시장이

따른 것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지금까지는

창업붐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했을 뿐 아니라 , 하이테크산업과 전략적

했는데, 평균 6~8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산업의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KOTRA 관계자는“중국정부가 특히 자금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

융자난을 해소하고자 창업 기업과 엔젤 투자가에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또한 중국정부는 올 4월 화학의약품 분야

창업을 지원했다”며,“더욱 많은 사람이 쉽게

에서도 NMPA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창업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대폭 간소화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

하고 창업 시 등록자본금 부담을 덜어주기

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위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등 초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 제도 개선

이에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이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통관 시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또한“외국인 취업·창업 및 대외 개방 확대를

걸리는 등 對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외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방을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의 창업을 유치

화장품 · 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

하기 위해 지역별로 외국인 창업 우대정책을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의약품 , 對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中 인증절차 완화 수출기업 부담

⟪식약처 , 통상 협의로 화장품 및 의약품

줄어들 듯

수출 애로사항 해결⟫

⟪기표원,‘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앞으로 중국으로 일반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참가⟫

기존의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만 하면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됐다.

인증절차가 완화돼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27일 중국 청도에서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열린‘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됐다고 11월27일 밝혔다.

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이는 중국에서 올 11월10일 이후 수입하는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

논의했다.

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13

관세법인 대유

1월

www.daeu.co.kr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양국은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양측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 협력을 구체화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합의했으며, 전기안전

나가기로 했다.

외에 전자파 분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측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관련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美 국무부와 후속조치 협의

우선 양국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외교부,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 구성⟫

위해 내년 1월 중에 국내 인증기관(KTL, KTC,

⟪ 美 국무부와 금융·운송·보험 등 기술적 사항

KTR) 심사원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 심사

논의⟫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

對이란 제재가 전면 재개된 후 예외 국가로

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정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은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은

외교부는 12월4일 외교부 홍진욱 아프리카중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동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받아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실무대표단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무부

제도다. 여기에는 전기용품·자동차 부품 등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보 등과

20개 분야 141개 품목이 해당된다.

韓·美 간 양자 협의를 갖고, 우리에 대한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

미국의 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에 따른 후속

할 때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

조치로서 예외 인정 교역 분야의 거래를

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운송·보험 등 기술적

인증 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외교부 홍진욱 아프리카중동국장은 미국이

한다.

올 11월5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동시에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우리 기업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對이란 제재 예외국

공장으로 직접 와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위를 부여한 것을 평가했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과다하게

또한 예외 인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對이란

발생했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에 있어 일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美 측이 금융·

기관이 중국강제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면,

운송·보험 등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명확한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非제재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및 예외 인정 분야의 對이란 교역이 원활하게

된다.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이에 대해 美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

담당 David Peyman 부차관보는 우리나라가

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 제 1차

美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에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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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美 국무부로서는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협조해 우리 측의 구체적 문의사항에 최대한

바탕으로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및 우리에

신속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대한 예외 인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문의와

하겠다고 말했다.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는 한편 양 측

아울러 추후에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 관련

대표단 간 상호 방문 및 외교경로 등을 통해

사항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였다.

FTA & AEO 동향

“FTA-PASS, 이젠 휴대폰으로

‘모바일 FTA-PASS’에서는 PC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 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이용해보세요”
⟪관세청,‘모바일 FTA-PASS’서비스 제공⟫

검색,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간편 판정 등 PC 버전과 동일한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확인서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 사용자가 협력사에서

기능 구현⟫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

업무 협의를 하는 중 바로 자사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등 효율적인 FTA 원산지 증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자리에서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즉시 매출처를 변경해 원산지확인서를 송부

개발·보급한 통합 원산지 관리 소프트웨어

할 수 있어 현장 출장이 많은 기존 사용자의

‘FTA-PASS’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

관세청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FTA 활용을

(중국·베트남·미국 등 18개국)로 수출할

지원하기 위해‘FTA-PASS’의‘모바일 웹 서비스

때의 FTA 활용에 따른 이익을 사용자가 직접

(m.ftapass.or.kr)’를 제공한다고 12월10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상대국 세율 조회’

밝혔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디서든

FTA-PASS는 현재까지 1만 8,000여개社가 가입해

‘FTA-PASS’에 접속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1억 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산지 관리 업무가 가능

24 만여 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한층 편리하고 폭넓은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사용 환경을 제공받게 된 것이다.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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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주의 극복 위해

통상여건 변화에도 올해도 중국·베트남과의
교역은 증가했다.

韓 ·中 ·日 뭉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19일‘한·중 및 한·

⟪산업부,‘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베트남 FTA 발효 4년차 주요 성과’를 발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제14차

한·중·일

하며 이들 나라와의 교역을 분석했다.

FTA

공식 협상’이 12월 6~7일에 중국 북경에서

올해 중국과의 교역액은 2,473억 달러로

개최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해 對세계 증가율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9.2%)을 크게 웃돌았다.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6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하며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후 협상 가속화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1위 수출입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상국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아울러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있다. 올해 對中 수출액은 1,503억 달러로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RCEP 정상회의를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했으며, 중국정부의

계기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했고,

IT 지원 및 첨단제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반도체 및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對中 수입액은 970억 달러로 반도체·컴퓨터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

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했다. 저렴한 중국 SSD, PC, 모니터 등 컴퓨터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최근 보호무역

제품의 해외 직구가 증가한 것이 수입에

주의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수입

3국 간 FTA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시장 내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9.7%)도 1위

점을 상기하고, RCEP 협상 성과를 국면전환

자리를 꾸준히 이어왔다.

으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해

한편 베트남은 2015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4위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對베트남 수출액은

정부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44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하는 데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그쳤으나, 이는 지난해 대폭 증가(48.4%)한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기저효과 때문이다.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對베트남 수입액은 1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기업 현지공장
생산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으로 평판디스플레이,

 한·중 및 한·베트남 FTA 발효 4년차

산업용 전기기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에

성적표“A+”

나타난 현상이다.

⟪산업부,‘한·중 및 한·베트남 FTA 발효 4년차
주요 성과’발표⟫
美 · 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한편 우리나라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위지만 1위인 중국과 격차가 좁혀
지고 있는 반면, 3위인 일본과는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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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다.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정부는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있어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생산기지의

‘China+1’전략거점으로서

역할을
공고한

하며
입지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산업부, 한-EU FTA 이행위원회 참석

일부 품목의 對베트남 및 對中 수출입액도

교역·투자 확대 등 논의

변동했다.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거점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4일부터 7일까지 벨기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디스플레이의

브뤼셀에서 한 -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

對中 수출은 감소한 반면 對베트남 수출은

했다고 전했다.

증가했다.

이번에 개최된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

 산업부,‘제7차 한·인도 CEPA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등 4개 이행위원회에서

개선협상’개최

우리나라와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

⟪원산지 기준 및 상품양허 확대 등 논의⟫

하고 양측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CEPA) 제7차 개선협상이 12월11일부터 12일

현재 한-EU FTA에 따라 양측은 장관급 무역

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우리나라는 산업부 김기준 FTA 교섭관을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원회(또는 작업반)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를 운영 중이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양측은 2016 년 개선협상 개시 이후 6 차례

등으로 인해 양측 간 교역확대에 일조했으며,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 · 인도 CEPA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 7월 양국 정상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회담을 계기로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 한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다.

바 있다. 조기 성과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아울러 진행 중인 EU의 국제 철강 세이프가드

▲상품양허 개선, ▲서비스 개방 확대, ▲원산지

조사와 관련해 한-EU 간 호혜적 교역관계가

기준 완화 등이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EU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7차 개선협상에서는 조기 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양국 잔여 관심 품목 및 분야

 한 ·터키 AEO MRA,

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2019년 3월1일 부터 전면 이행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 MR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간 약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102억 원 수준 전망⟫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의정서가

⟪관세청, 육로통관 활성화 대비 불가리아와도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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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논의⟫
우리나라와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터키가

2019년

3 월 1 일부터

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한·터키 AEO MRA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

잘 갖춰져 있어,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연간

관세청은 지난해 11월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약 102억 원(검사비용: 49억 원, 해외 공인

열린‘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비용: 53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2019년 3월1일부터 AEO MRA을 전면 이행하기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

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 감시,

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액은

먼저 양국 수출기업이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62억 달러, 건수로는 6만 5,361건 수준이다.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불가리아 관세청과도

한·터키 AEO MRA를 2019년 3월1일부터 전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서명된 한·터키

직접 방문해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AEO MRA 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쳤고, 이번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 이행을 공식화한 것

이와

이다.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또한 육로운송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 노하우를 양 관세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환 등을

당국이 공유하기로 했다.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고 밝혔다.

수출입 관련 Q&A (102)

【개인물품 통관】

되며, 통관단계에서「전파법」에 따라 관련
요건을 득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다만「전파법」에서는 판매·대여 목적이

일본에서 아이패드 (iPad) 를 구매하려

아닌 자가 사용을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합니다 . 가격이 128,800 엔일 때 입국 시

경우 1개에 한해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 따라서 128,800엔 아이패드 1대를 반입하는

아이패드의 경우 제 8471.30- 0000 호

경우 물품가격(약 1,137달러, 2018. 11.6. 기준)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호에

에서 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분류되는 경우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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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를 공제한 미화 약 537달러의 10%를

증빙자료 ( 수표 발행내역 , 산출근거 , 거래

과세합니다.

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 계약서 등 원인거래
입증서류 등)

 우편으로 수취하는 수표 신고방법

【수입·FTA·원산지】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이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외화의 경우 세관에 신고

 제품 하자에 따른 대체품 수입 과세

해야 한다는데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외지급수단의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

판매자 측에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A/S

합니다.

목적으로 제품을 발송한 후 다시 수입하는

∴ 사전신고 후 우편물을 우체국으로 직접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수취한 경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 수출입신고필증 발행 및「관세법」에 따른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등을 위해 수표 등 구비서류를

∴ 「관세법」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소지해 우편세관에 직접 방문한 후 처리해야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 물품이

합니다.

아닌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사전신고 없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해

∴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되는 경우라면

수령하는 경우 고발의뢰 및 벌금이 부과될 수

「관세법」제101조에

있습니다.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 즉 지급수단은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으로 볼 수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절차를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으로 직접

∴ 따라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문의해 처리하기 바랍니다.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 사전신고 : 외화 반입에 대한 사전신고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나 우편으로 반입될 것

∴ 한편 외국의 원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이라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형식의

불량

신고서를

우편통관과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불량 제품이

이메일(minwon9@korea.kr)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될 때 납부했던 관세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 제목 : 국내 반입예정 지급수단 사전신고
○ 내용 : 1. 수취 사유, 2. 수취금액, 3. 반입 형태
(현금, 수표 등), 4. 발행기관, 5. 반입 예정일자,
6. 수취인 주소 , 7. 연락처 , 8. 사전신고일자 ,
9. 수취인명(생일, 날인)
○ 수신 : 인천세관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관세법」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인천국제우편세관

수입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수리 할 제품을 반송한 후 무상으로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제품이「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반송)

- 구비서류 : 지급수단 원본(미개봉), 우편봉투

한 때에는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원본 , 사유서 , 사업자 또는 신분증 사본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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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이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취급하는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애초 수출자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

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

외국전문 등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93(수입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훈령 」 제 5조 (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
기재한

위반하거나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하고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관세액을

법규를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받으면 해당 물품을

받으려는

특송업체는

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환급신청서에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 동 훈령‘[별표 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제2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이 물품(위약물품) 환급신청서

* 부과 대상

-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 부과 금액

【수출·보세·환급·기타】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 원),

 특송물품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101건~300건(10만 원), 301건 이상(20만 원)

 특송물품 수취인 성명 오류의 경우 과태료

∴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부과대상이라는데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삭제

-「관세법」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고유부호를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발췌)

관세청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라

반복적인 물품 구매에 따른 개인 주민등록번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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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방지 및 원활한 통관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원칙) 제1항

대신 활용할 수 있는 13자리의 개인통관고유

∴ 또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부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 관련 법령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의 시기)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의 식별번호임에도

∴ 가격 변경이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물품이

가변적인 것으로 도용이 우려되는 경우 언제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삭제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변경된

∴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지만, 해당 물품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배송 시엔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우리나라에 수출하기

구매자가 물품을 받으려는 주소를 기재해도

위한 판매’가 완료됐다고 봐 그 이후의 가격

됩니다.

변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 품질에

 해외 직구 하자보상액에 대한 환급

하자가 있어 그 금액을 환불(보상)받을 경우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에

에는 이를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자가 생겼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애초 합의된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므로 환불 (보상 )액에 해당하는 관세 및

이처럼 물품 결제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차액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도 가능한지요?

∴ 다만 수입물품에 문제가 생겨 이를 다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다른 물품이 수입될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때에는 과세되지만 , 이전의 물품 수입 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정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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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ACTI-NEA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품명 : 10.1 inch TFT LCD MODULE,

물품 설명 :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10.1inch

선인장 주스분말 26%와 아라비아 검(안정제)

Monitor(UM-1080C/CH,

UM-1080CP-G);

74%로 조성된 담적색계 분말상

EJ101IA-01G
물품설명 :

TFT-LCD 패널, Driver IC, Back

[제조공정] 선인장 열매 → 가시제거 → 세척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모듈.

→ 파쇄 → 수용성 용매추출(Extraction)* →

용도 : 10.1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제조되며,

청징 → 진공 증발(농축) → 안정제 혼합 →

동 모니터는 PC와 연결하여 사용가능한

스프레이 건조 → 체질 → 포장

커넥터가 있으며, PC 보조 모니터,

* 과실 30%, 물 70%, 효소(peclyve, viscozyme,

화상회의 시 모니터 등으로 사용함
품목번호

papain) 0.07%, 산도(4.8?.6), 온도(45℃?℃),

변경전 : 제8529.90-9990호

시간(0분∼40분)

변경후 :제8529.90-9921호
변경사유

용도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용(항산화, 이뇨작용, 해독, 체중 조절
 품명 :

LCD module indicator WTG35N00

물품설명 ;

등의 효과)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Back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
패널로 구성된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품명 : HOLLYWOOD 48 HOUR

3.5인치

TFT-LCD 모듈, 해상도 : 320 X 480
품목번호
변경사유

물품설명 :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변경전 : 제8531.20-1090호

57%, 과실퓨레(복숭아, 바나나, 살구) 21%,

변경후 : 제8529.90-9990호

각종 비타민류 약 2.7%(A, B1, B2, B3, B6,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C, D, E 등), 엽산 0.0081% 판토텐산칼슘
0.3691%, 정유(베르가모트, 탄저린, 레몬,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

오렌지) 0.2097%, 정제수 18% 등으로 조제된

 품명 : LEMON BASE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물품설명 : 레몬농축주스 베이스 79% [레몬

(내용량 947㎖)

농축액 6%(5.5 배 농축), 과당시럽 47.2%,

(음용방법) 다른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고,

정제수 25.8%], 레몬펄프 17%, 레몬향(합성

본건 물품 1병을 2일간(48시간) 8회에 나누어

착향료 ) 0.51%, 구연산 2.0%, 설탕 0.8%,

(매 4시간마다 1일 4회) 물과 1:1로 희석하여

구연산나트륨,

음용

젖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아설팜칼륨 등을 혼합한 황색 점조액상을

용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8kg)

:

체내의

독소를

해소하는

디톡스

(Detox) 효과 및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

용도 : 탄산음료 또는 물에 1 : 3 비율로 희석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하여 음용
품목번호 : 제2106.90-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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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Extractor

GPS 수신칩, 접촉단자(PCB에 부착되며 GPS 안테나와

물품 설명 : 2차 전지용 분리막 습식 제조

수신칩을 연결)로 구성

라인에서 압출, 연신 등의 전 단계 공정을

(기능)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에서 신호를 보내

거친 반제품 상태의 플라스틱 수지 필름

가까운 기지국을 찾으면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고분자 PE) 내에 존재하는 파리핀 오일을

위치 정보를 수신하거나 위성으로부터 위치

용제(solvent) 침지방식으로 추출하여 리튬 이온이

정보를 수신 (위성항법장치에 사용되는 특정

통과할 수 있는 기공(pore)을 형성하는 설비

주파수(1,575MHz)를 수신)

[구성요소별 기능]

품목번호 : 제8529.10-9100호

-Dancer controller unit : 필름 장력 유지·
조절 장치로, 필름에 일정한 장력을 인가하여

 품명 :

안정된 이송 및 기공 변형 방지

(HC400DUN-VCKN9)

-Water sealing zone : solvent zone의 양

물품 설명 : TFT-LCD 패널, Source Driver

끝단에 초순수로 채워진 수조로, 용제 외부

Circuit, Gate Driver Circuit, Timing

유출 방지 및 필름 표면의 이물질 등 세척

controller,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Module ; EAJ63692201

LCD 모듈 (크기 : 39.5인치, 해상도 :

-Solvent zone : 용제가 뒤에서 앞으로 넘쳐

1920 X 1080)

흐르도록 배치된 조(Bath)로, 필름이 다수의
roll을 타고 용제에 침지를 반복하며 필름

용도 : (화주 설명) 주로 텔레비전 수신장치에

내의 오일 추출

사용하고, 일부 영상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Solvent drying Zone : 오일이 추출된 필름에
잔류하는

용제를

air

nozzle의

(사양서) 기재되지 않음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열풍과

heating roll의 열로 건조(기화)시켜 기공 형성
-CPC unit : 필름의 변형 방지를 위한 위치

 품명 : TFT LCD MONITOR MODULE ;

제어 장치로, 필름을 중앙 방향으로 진행 유지

M270HVN02.0 ; 27인치

-기타 : Solvent exhaust(기화 용제 포집),

물품 설명 : TFT-LCD 패널, Drive Unit,

Seal Water Tank(water sealing zone에 초순수

Back Light Unit, 유리기판, Color Filter

공급) 등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크기 : 27인치,

품목번호 : 제8477.80-0000

해상도 : 1920 X 1080)
용도 : (화주설명) 주로 카지노용 게임기의
모니터에 사용하고, 컴퓨터 모니터용으로도

 품명 : GPS 안테나 / SM-J3109 GPS

사용 가능

물품 설명 : 스마트폰 내부에 장착되어 GPS

(사양서) 기재되지 않음

* 판매사이트에 동 모델이 자동차, 의료기기, 산

모듈*을 구성하는 안테나로, 니켈이 도금된

업용 기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

스테인레스 재질

나, 컴퓨터 모니터용이라 기재되어 있음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 : GPS안테나,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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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안내

성실신고 불이행 관련
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 세액보정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
(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경정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 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합니다.

구분

제1단계

명칭

정정

주체

납세의무자

조치시기

제2단계

정정안내
직권정정
세관장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

제3단계

보정신청

보정통지

수정신고

경정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신고납부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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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전까지

6개월 이내(보정기간)

과다/과소 신고

과소 납세

제척기간 도래 시까지
과소 납세

과다/과소납세

-직권정정은 납세와 관계없는 수입신고사항만 가능
비고

-정정안내에 불응시 세관장 직권경정 가능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Ⅱ. 불성실신고 적발 시 과태료 등
1. 납세고지 및 강제징수
▸ 관세조사 등을 통해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을 납세고지
하게 됩니다.
▸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해 강제징수합니다.
2. 관세형벌
▸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대외무역법」,「외국환
거래법」 등에 규정돼 있는 각종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합니다.
【 주요 관세법상 형벌 규정 】
주요 관세범죄
금지품 수출입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수입제한회피

위반 내용

처벌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추징)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른 물품을 수출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하지 않고 수입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분할수입

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부정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출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 5배

징수를 면탈

이하 벌금

부정감면

부정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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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ㆍ보관ㆍ알선ㆍ감정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 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3. 과태료
▸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관세법」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뿐만 아니라「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
시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 형벌과는 다릅니다.
4. 가산세와 가산금
▸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관세법」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해 추가적
으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관세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기본 발급대상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관세법」제28조 제2항)하는 경우,「관세법」상 보정(「관세법」제38조의2
제1·2항)·수정(「관세법」제38조의3 제1항)·경정청구(「관세법」제38조의3 제2·3항)하는 경우, 수입물
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제38조의4 제1항)의 경우, 관세를 환급(「관세법」제46조)
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제47조)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제106조)의 경우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
▴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①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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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다만 위 ‘①, ②’의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Ⅳ. 통관적법성 위반 사례
1. 개요
▴ 관세조사 시 주요 심사 분야와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업체 스스로 점검해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유형별 점검 법규 】
유형
주요 심사 분야

관련법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관련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통관 요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법령

2. 단순·동일사안 빈번 적발사례
▸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의 단순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으며, 단순한 사안이
빈번·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관세의 단순사안은 수입자 또는 협력업체(관세사, 운송인 등)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업체는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매뉴얼 마련,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협력업체(관세사 등) 간의 긴밀한 연락망 구축과 함께 비용 지급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관적법성 점검사항
▸ 세관장은 법 위반 적발 시 세액 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 처분, 고발 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합니다.
*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통합공고」상 수출입 승인물품도 자주 적발되므로 수출입물품

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 통관요건은 「통합공고」에서 보건·식품위생 분야 9개법, 사회안전 분야 15개법, 환경보전 분야
12개법, 농수축산 분야 13개법 및 기타 7개법으로 구분해 56개,「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10개 법령을 포함해 총 66개 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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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분야 주요 적발사례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 형태로서, 물품의 수입 시 수입대금
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 또는 금액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있어서도, 동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돼 있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건·사정에 의한 영향
수입거래를 하면서 해당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에 따른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관세법」상‘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신고해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품목분류 신고오류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하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함에 따라 저세율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환급
「환급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관요건 미구비
물품의 수출입 시 이행해야 할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등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