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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 고유번호도 기재하세요 ❞

⋘세관 검사비용 지원 대상 관리 차원 … 수입신고 시 必 기재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관세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
관 검사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게 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
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월4일
개정하고,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신고서에 컨테이너번호 작성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되는데, 수입화물이 컨테이너 화
물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11자리 이내의 해당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
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제103조의3).
아울러 입항 전 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제7조 제3항).
그동안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 전 신고 후 5일을 경과해 입항한 경우 적용
을 배제했는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5
일(항공기 : 1일)을 경과해 입항해도 해당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
빙서류로 입증된 경우 입항 전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지침[콘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관리에 관한 지침(통관기획과
-6073, 2004.11.4.)]으로 규정하던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관련 사항도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고시로 상향해 반영했다(제30조의2).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입 화주 또는 수입 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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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
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
며,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부두운영
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해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참고로 ‘부두직통관’이란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 전부가 단일한 화주로 반입된 화물
로서, 부두 내에서 통관 및 검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또 기존 검사절차 규정(제31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했는데, 앞으로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 준비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항공기 잔존유의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대상 추가(제122·123·125·128
·130·131·133·135·136조),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 항목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금년부터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정부, 무관세 물품의 가산세 신설 보류 등 ‘기존 세법 개정안 대비 수정 내용’ 발표⋙
금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허위)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반면 무관세 물
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
련 내용은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11월 30일 「관세법」, 「관세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작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
다. 먼저 보세화물의 통관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
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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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년 1월 1일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기존엔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만 통관을 보류했으나,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
물품’으로 통관 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월 1일 이후 세관
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외에 알
선한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벌칙 수준도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세법 개정안에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
에서 무신고·과소신고 등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으
나, 이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

2021년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간 정부 발표 자료
를 토대로 새해 수출입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 중 본지에서 게재한 사항 이외에 무역
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도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 명확화
기획재정부는 화주 등의 권리 강화를 위해 통관보류에 대한 통지, 소명절차 등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세법상으로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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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권리구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화주 등의 권리강화를
위해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했다.
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
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화하여 화주 등의 권리보호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감면 대상 규정 범위가 넓어
진다. 제3자 계약을 포함해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을 할 때 구매자가 제
공하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
과 관련된 수입을 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
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
을 위한 물품도 재수출감면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
현행 3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이제는 사전심사를 다
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전심사의 효력
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된다.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금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작동방식과 관계없이 저율(3%)의 관
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
하게 제어해주는 기기인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
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 부품으로 들어간다.
기존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법 별표 관
세율표가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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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3%의 관세가 부과된다.
● 방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2021년 6월경부터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
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국
과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국민이다.
이들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
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1만 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
청인의 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한국행 탑승권 발급이 가능하며, ETA 승인을 한 번 받
으면 2년간은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예정이다.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해외 곡물 사업 융자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
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곡물 생산·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곡물 사업 융자(신규) 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 유턴기업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
복귀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래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 가능
해진다.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
된다.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에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
한 해외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수부에 따르면 선적공간 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
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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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국적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
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45%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원양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매월 2척(8000TEU급) 이상 투입하고, 중소·
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이상을 우선 제공한다.
원양국적선사는 기존 미주항로 운용 선박의 해외기항지 배정 선복량 중 매주 350TEU
를 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며,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

유해 화학물질, 국내 반입 전 수입신고·허가 必

❞

⋘한강유역환경청·세관, 유해 화학물질 허가·신고 여부 등 통관단계서 단속 강화⋙

한강유역환경청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
독·제한·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의 수입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월9일
밝혔다.
이에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 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시
유해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
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
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의 경우 연간 총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
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
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
고, 금지물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1.1.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
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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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
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모
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해 유해 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
에 해당 되면 화관법민원24(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
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명(인천공
항세관 3명, 인천항만세관 1명, 부산세관 1명, 평택세관 1명, 양산세관 1명)의 인력
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확인하고 있다. 한강유
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
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

폐(廢)플라스틱, 금년부터 수출입 통제 대상 ❞

⋘1월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 허가 必⋙
금년부터 모든 폐(廢)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
이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작년 12월7일 밝혔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
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
기물에 포함된다.
이는 바젤협약 부속서 3에 따라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등)을 나타낼 정도
로 부속서 1의 유해물질(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는 경우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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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
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
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 규제 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
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
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
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
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해외

직구 물품 유통·안전 관리체계 금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정부, 우편물품 통관 시 사전정보 제공 의무화 … 개인 누적 면세한도 마련 예정⋙
최근 가격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해외
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은 주로 자
가사용 목적이므로, 정식 수입과 달리 안전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
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안전·건강에 위협이 되는 위해물품이 반
입되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물품의 유통·안전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11월 26일 열
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은 관세청·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Ⅰ. 물품 정보 수집·구매 단계
먼저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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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에서 분야별
(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 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위해·리콜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
내 통신판매 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위해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
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사항이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위해물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품
안전기본법」 등에 차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국내 통신판매 중개
업자의 플랫폼 내 자체적인 위해식품 판매 차단 등 안전관리가 부족해 이들 위해식품
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국내 식품구매 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
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
위를 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등을 사전 신
고하도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입점을 막기로 했다.
Ⅱ. 통관 신고·검사 단계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되는 물품의 목록만 제출하
도록 돼 있고, 우편물품도 기표지 정보(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외 물
품의 세부적인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에도 사전
전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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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년 1월부터 우편물품의 사전 전자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UN
산하기관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의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Universal Postal Convention and Final Protocol to the Universal Postal
Convention Universal Postal Convention)」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 규모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
되는 인력(관세청·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올랐던 해외 직구 누적 면세한도의 마련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건전한 해외 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등을 막기 위해 면세로 통관할 수 있는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E/C) 전용 수입신고 서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과정에서 불필
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납세신고 항목과 같은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하는 등 E/C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Ⅲ.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그동안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9.6%로 높았음에도 구매검사 건수는
2019년 기준 1,300건(직구 식품 1,375만 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
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앞으로는 식품의 구매검사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및 판매사이트 차단
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도 해외에서 리콜 및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
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합동 감시 및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과 식약처에 각각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 해외 직구 식품 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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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금년부턴 식품 구매 대행업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금지 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의 구매를 대행하지 않도록 이들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
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업무협약(MOU)을 꾸준히 확대·추진하기로 했다(현재 12개국
과 체결).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한 ‘해외 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금년
중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당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
로 점검할 방침이다.

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할랄 소비재 시장, 인니 · 말련

2024년에는 3조 2,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UAE 유망
⋘국가별 유망품목 달라 차별화된 수출전략
필요⋙
할랄시장에서 국가별 유망품목이 다른 만큼
인도네시아에는

가공식품,

말레이시아에는

화장품, UAE에는 의약품 위주로 공략에 나서
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할랄 경제권에 속한 이슬람협력기
구(OIC) 57개국 중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3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에서 최근 소비재 수입 수요가 빠르게 증
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시장 규모에서, 말레이시아는 경제성
장률에서, UAE는 1인당 국민 소득에서 他 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월 17
일 발표한 ‘할랄 소비재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할랄 산
업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6.2%씩 성장해

슬람국 대비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국 품목별 수입시장 성장성과 한국
제품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가공식품(8.3점), 말레이시아는 화장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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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UAE는 의약품(13.1점)이 가장 유망한

이슬람 시장의 매력도 평가에서도 할랄 인증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기업(3.90)이 할랄 비인증 기업(3.32)에 비

인도네시아에는 저렴한 쌀·면류 가공식품

해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을, 건강과 노화 방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또 대상 기업 중 할랄 인증이 없는 262개社

말레이시아에는 기능성 스킨케어 화장품을,

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자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UAE에는 특허 의

‘할랄 인증 절차 및 비용지원(47.3%)’,

약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할랄 인증 표준화 체계 마련(45%)’, ‘할

고 조언했다.

랄 정보지원 및 교육·컨설팅 확대(34%)’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에 수출

순으로 응답했다.

중인 3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

무역협회 손창우 수석연구원은 “국내 할랄

사에서 2015~2019년간 수출실적이 증가했다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 응답한 기업 중 할랄 인증 기업이 58%,

다수의 이슬람 국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을

비인증 기업이 37.4%로 할랄 인증 기업이 비

수 있는 표준화된 할랄 인증 시스템을 구축

인증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출 성과를 얻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것으로 나타났다.

FTA 동향

“C/O 자율발급부터 누적기준 허용까

먼저 그동안 한·ASEAN FTA와 한·중 FTA에
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했으나,

지” RCEP 원산지 규정 꼭 숙지하세요!
⋘관세청, RCEP 발효 대비 FTA 활용 유의사
항 당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FTA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15일 최종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은 전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추
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능
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어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므로 관세청은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그 혜

또한 RCEP은 회원국 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택을 누릴 수 있다.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

관세청은 금년 발효를 앞둔 RCEP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활용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파
악할 것을 수출기업에 11월 25일 당부했다.

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이나 재료의 작
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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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

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든 뒤 우리나라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있다.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를 적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은

용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특혜를 누리려면 RCEP 회원국

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

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

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시 갖춰야 한다.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베트남·싱가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

포르 등 FTA가 중복으로 체결된 국가와 거래

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

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한국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

産 기준 충족 여부가 궁금한 기업은 관세청

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아 원

농림수산협정에는 인적 역량 강화, 기술협력

산지를 미리 확인하고 수출함으로써 사후추

증진 등 농림분야 협력사업 운영 방안에 대

징에 따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FTA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별 원

금년부터 對뉴질랜드 수출 全품목

산지 기준(PSR) 변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관세 철폐된다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 개최 … 농림수
산 협력·韓 전문인력 진출방안 등 논의⋙
금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
된 지 7년차가 되는 금년부터 對뉴질랜드 수
출관세가 100% 철폐된다고 지난 12월15일 밝
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
화를 위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을
늘리고 워킹홀리데이 쿼터(現 3,000명)를 확
대할 것을 뉴질랜드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
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 경제협력 강
화의 주요 원동력이 돼왔다”며, “이번 위

양국은 2015년 12월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

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

국의 對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

품목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

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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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정식 서명’

현대자동차는 금년 12월 첫 생산을 목표로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산업부, 인니 측 시장 개방 확대 및 최혜국
대우 확보⋙

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부터 생산하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지난 달 포괄적경

전기차도 생산하고자 인도네시아정부와 세제

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변경 등을 협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이

CEPA 정식 서명을 계기로 LG화학의 인도네시

트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과 아구스

아 배터리 산업 ‘패키지 딜’이 성사될지도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작년 12월 18일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를 방문해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

밝혔다.

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이에 앞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산업 허브’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 11월 25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

인도네시아정부는 LG화학이 북말루쿠 등의

데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니켈 광산 채굴 사업부터 제련 산업, 자동차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

용 배터리 생산공장까지 한꺼번에 투자하도

언문’에 서명했다.

록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新남방 정

LG화학은 배터리 공장의 경우 현대차와 인도

책에 따라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네시아 합작사 설립을 논의해왔다.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이후 산업부는 작년 2월 협정문 영문본과 한

“LIB·車휠 등 ‘한·영 FTA 10대 수출

글본 초안을 FTA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망품목’ 확인하세요”

국민의견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 서명하게 됐다.

⋘영국, 美·獨·中과 함께 세계 4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평가⋙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상품 부문에서

금년 1월 1일 발효되는 한·영 FTA와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수출 유망품목 리스트가 공개됐다. 리튬 이

한·ASEAN 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온 배터리(LIB, Li-Ion Battery), 자동차용

수준을 약 13%p 높이게 된다.

휠 등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인도네시아에는 2,000여개 이상 우리 기업이

관세청은 한·영 FTA 활용방안과 영국의 통

진출해 있다.

상정책 및 통관제도에 관한 전자책(e-Book)을

정식 서명·국회 비준이 늦어졌으나, 작년을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 자동차 점유
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텃밭이었으나,

발간했다며, 영국과 교역 중이거나 진출을 희
망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

관세청은 리튬 이온 배터리, 자동차용 휠 등

연·도금·열연강판 등),자동차 부품(트랜스

FTA 활용이 유망한 10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미션,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

이들 물품에 FTA를 적용·활용하면 400만 달

목은 CEPA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러 이상의 관세가 추가 절감되는 등 수출경
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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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영 FTA 수출 유망품목’은 對

이 있는 상품은 관세를 철폐하고, 대부분의

영국 수출물품 중(2019년 기준) 특혜대상 금

의약품·의료기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

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며, FTA 활용률이

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했다.

60% 이하인 물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한편 영국은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세계

관세청은 그동안 이들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4대 전자상거래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출해온 331개 기업에 e-Book 활용방법과

시간과 비용에 민감한 영국 소비자의 특성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

로

로 안내할 방침이다.

(Mobile Commerce)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e-Book에는 브렉시트(Brexit) 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e-Book은

후 영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新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에 대한 상세한 정

「관세법」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보를 원하던 우리 수출기업에 영국과의 교역

Tariff)’의 주요 개정사항도 담겼다.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영국은 新「관세법」에서 자동차 산업, 농어

기대했다.

업 등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v e-Book 열람 : 관세청 FTA 포털,

보호하는 반면,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

다양한

배송시스템과

모바일

커머스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수출입 관련 Q& A(121)

【 품목분류 】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

î 아기 이유식의 품목분류

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

사과, 호박 등이 함유된 아기 이유식(중
량 100g)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
(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

조제품,

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소호 제2104.20호에 ‘균질화한 혼합 조제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문의한 물품은 사과, 호박 등을 혼합해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는 “제

균질화한 혼합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

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 포장한 유아용

이란

이유식 물품이므로 제2104.20-0000호에 분류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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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멀티탭의 품목분류

∴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개별 스위치가 장착된 멀티탭(전압 250V)
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
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랩·조명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수동(手動)식(예 : door bells)인지 자동식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

(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 기기와 결합한 것을

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 표시반

포함하며,

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해 설명하고 있

다)’이

제8517호의
분류되며,

교환기기는

소호

제외한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
고 있습니다.

습니다.
∴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상품의 가격, 위치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무선 수신해 표시할

∴ 이와 관련해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수 있는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이므로 제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

8531.8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
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
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

î 에어팟 케이스의 품목분류

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의 에어팟(무선 이어폰) 케
이스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문의한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스위
치와 플러그 및 소켓 등이 플라스틱 기반에
장착된 멀티탭으로서 전압이 1,000V 이하인
기타 제어반으로 봐 제8537.10-2090호에 분
류될 수 있습니다.

문의한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판단돼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

î 전자가격표시태그(ESL)의 품목분류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전자가격표시태그(ESL)는 어느 호에 분
류되나요?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어 (4)항에서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

문의한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시각 신

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31.80-9000호에

백·차양·화일 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

분류가 검토됩니다.

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필름’ 등을 이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

∴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무선 이어폰을 보호

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든 보호용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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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으로 봐 제3926.90-9000호에 분류할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수 있습니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
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 FTA, 원산지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

î 생산지원비의 과세가격 결정

예 및 디자인(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국내에서 배터리를 구입해 중국 버스
제조회사에 무상으로 수출하고, 버스를 수입
할 때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
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차량의 수입통

∴ 이와 관련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수
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에서는 생
산지원에

정하고 있습니다.

관 시 인보이스에 차량 가격과 배터리 가격
을 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
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
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
지 운송하 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대해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
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
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
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관세법 시행
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 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아래
와 같이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
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①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 비용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돼야 한다.

②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
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돼야 한다.

∴ 따라서 생산지원비용은 해당 생산지원물품의 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한다.

제 구입비용과 운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

있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산
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
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
은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하거나,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가격 결정을 규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는 방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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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î 한영
· FTA 적용 여부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영국 외 EU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영국으로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원산지)

이동돼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경우, 한·영 FTA 또

⑦ 증명일자

는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⑧ 증명서의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물품의 원산지가 EU 국가이고, 수출국이 영국
인 경우 한·EU FTA 또는 한·영 FTA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하며, 우리나라로 수입
시 권고 서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으려면 유
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돼야 하고, 한·영 FTA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

∴ 또한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
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미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제6.19조
제4항 제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

입돼야 합니다.
∴ 문의한 제품은 영국에서 최초 선적돼 한·EU FTA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의 원산지가 영국 외 EU 국가

성하는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
로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서 한·영 FTA 원산지 제품이 아닙니다. 영국 외
EU 국가에서 최초 선적된다면 한·EU FTA 적용이 가

î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관세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î 한미
· FTA C/O 발급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가능한 경

미국에서 엔진 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출자

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나 신고인

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관세

이 아닌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영업 비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사유로 특정인의 수출입 관련 실적을 제공하지 않

FTA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습니다.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입화주가 수입신고필

발급방식은 자율발급이며,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증을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별도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습니다.

관한 시」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따라 수

∴ 다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기재돼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해 세관장(수입통관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서류 제출대상 신고 건으로 신고 서류

■ 필수 기재사항

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수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 및

입통관 부서)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연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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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그러나 신고인 또는 화주가 아닌 제3자는 원

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

칙적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입화주

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본인이거나 화주의 회사 직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조에서“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는 신분증, 재직확인 서류 등을 통해 교부 신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세를 면제 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î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

법 제99조 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지 2년이 안 된 물품이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해외에서 사용 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해도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지
혹은 테스트(본격 사용 전) 중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
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
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
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 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으

물품

로 발생하는 제품 하자가 아닌 사용과 관련 없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 즉 물품 자체
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2년내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수출된 물품 중 사용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

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9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사
용으로

보지않는

예외

규정을

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신설해

(2020.3.13.) 동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나열했
습니다.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관세법」(발췌)
제99조(재수입면세)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

그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

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의 경우 문의한 사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

용에 대한 기준(사용 후 불량 발견 및 사용 전

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 발견 등)이 아닌 결함의

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원인 등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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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벌크 화물의 수량 과부족 시 과세가격 결정

서 등에 물품의 과부족 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

벌크(Bulk) 화물의 B/L상 수량과 실제 하역
수량이 다른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물품의 단가에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곱한 금
액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
한 고시」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에서는 해
상 수입화물 중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

î 홍자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

이 다음의 경우일 때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차를 해외 직구하
려는데, 관·부가세가 부과되나요?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및 세율 등 통관절차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Code)를 알아야 하며,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성분 및 용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 먼저 문의한 물품이 ‘홍차(발효차)와 부분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

5% 이내인 경우

는 제0902.30-0000호라면, 관세는 기본관세 40%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

(한·EU FTA 적용 시 협정세율 0%)이며, 부가세
는 10%입니다.

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 이어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

경우

분 발효차’가 분류되는 제0920.40-0000호라면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
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는 기본관세 40%(한·EU FTA 적용 시 협정
세율 0%)이며, 부가세는 차류(소매용으로 포장
한 것은 제외)이면 면세입니다.

5. 적하목록 이상 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
되는 경우
∴ 이와 관련해 산물 통관 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단,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 이와 관련해 해당 물품의 직배송비(발송 국가
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홍
차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
세법」 제94조에 따라 소액물품으로 면세가 가능

∴ 제1호,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으로 거래된 경우 동 고시 제2호에 의거 물량의 과부
족에 상관없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 수출, 환급, 기타】

합니다.
∴ 이어 제2호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î 제3자 지급 해당 여부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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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국내 고객을 대신해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

외국 업체로 송금할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 궁금합니다.
‘제3자 지급 등’이란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

î 전자상거래 물품의 보세창고거래 가능 여부

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

해외 수출업체가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수령 포

있다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국내 주문이 들어올

함)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때 마다 수입통관해 판매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보세구역은 물품의 장

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
령 포함)을 의미합니다.

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대금 결제, 운

∴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장기간

송, 구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외국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 세관장이 인정하

환거래법」상 거래의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할 수 있도

∴ 따라서 거래 당사자인 고객과 외국 판매업체와의

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 결제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대신 송금하

∴ 이처럼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물품은 비철금속과

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합니다.

같은 원자재, 물가 안정용 정부 수급 물품 등입니

∴ 다만 해당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다.

제1항에 따라 신고 예외 거래이므로 제3자 지급 등의

∴ 문의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장기 비축을 필요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표시 등 요건

■ 「외국환거래규정」

사항이나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물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것은 세관당국에서 제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한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거래

… <중략> …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으로 수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입통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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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제8456.20-0000호

î 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
품명 : ➀ NATUREL ORGANIC AGAVE INULIN
POWDER;

MEXICO

➁

Other

sugars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Frutafit IQ; NETHERL

품명 : 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OWER

STEERING PINION SEAL;

물품설명: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

R.KOREA ➁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출,여과,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

; WATER SEAL B(전자동세탁기용); KOREA

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용 도 : 기능성 식품
품목변호

➂ Drum seal; 드럼세탁기용;Korea ➃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DRUM SEAL

변경전: ➀ ➁ 제1702.90-9000호

(드럼세탁기용); Korea ➄ 기타 23개 품명

변경후: ➀ ➁ 제1108.20-0000호

물품설명: 유압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누

* 중합도에 따른 다당류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

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원형(ring)의 오일

음에도 제1702.90-9000호로 결정한 다음 7건에 대
해서는 폐지함
[폐지공문: 검사분류47281-328(1999.5.10.), 분석
47260-656(2002.10.21.),품목분류2과-420 (2010.

실 링(oil seal rings)으로, 연질고무에 금속
제 링이 보강되어 있는 형상
품목변호 변경전: ➀~➃ 및 ➄기타 23개
품명: 제4016.93-0000호

3.15.), 품목분류2과-3063(2015.5.8.), 품목분류

변경후: ➀~➄ 모두 제8487.90-9010호

2과-10087 (2015.12.24.)]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품명 : TMS3553

품명 : QUARTZ WAFER, SK1300, 6 INCH
물품설명: 합성 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

물품설명: LCD TV에 전용되는 메인보드로 방

형으로 절단하고 투과율을 위해 유리 표면을

송신호를 수신하여 LCD 화면에 맞는 신호로

연마한 디스크 형상의 물품

변환하는 기능 등을 수행

용 도 : TFT용 웨이퍼, 포토 마스크, 렌즈,

품목변호

변경후: 제8529.90-9642호

거울 등의 제조에 사용
품목변호

변경전: 제8528.71-2020호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전: 제3818.00-1000호
변경후: 제7020.00-1019호

품명 : Article of carbon fibres ;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TGP-H-150 ; JAPAN
품명 : Ultrasonic cutter; Trace-cut;

물품설명: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D-100H;39.5KHZ,30W,For rubber; Control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

unit,Hand cutter(US-15CW);;TOEI, JAPAN

연화(약 2,000℃) 과정을 거친 것으로, 연료

물품설명: 본체(배터리, 발진기 등), 진동자

전지 내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압전세라믹), 손잡이(칼날 장착)로 구성되어

품목변호

변경후: 제8545.90-9000호

있으며,가죽이나 플라스틱 등을 절단에 사용
품목변호

변경전: 제8479.89-9099호

변경전: 제6815.10-9000호

변경사유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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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해설

연간 구매목표 달성 시 추가 제공받기로 한 무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
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에 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
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무상물품(FOC)에 대한 과세가격 결
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구매수수료 제
외)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
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
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2)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 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서 규정한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3)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
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
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

2.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무상물품(FOC)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 거래 내용 ]
○ 구매자 A는 일본에 소재한 의료용품 제조 판매회사인 K社와 국제판매권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
결하고 의료용품을 수입해 국내 병원 등에 공급함.
○ 구매자 A社는 판매자인 K社로부터 의료용품을 수입하면서 유상물품 구매에 따라 무상물품을 추가로 제공받
으며, 대금 지급은 유상물품의 금액만을 실제 지급함.
○ 계약조건은 C 제품의 경우 단가는 JPY 21,500/unit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3FOC for 10units purchase(일반
FOC)와 연간 구매 수량 1,000units 달성 시 추가로 150pcs 를 FOC(계약 FOC)로 제공하는 조건임(Unit Price :
JPY 21,500/unit 3FOC for 10units purchase, Annual Purchase Target : 1,000unit/annum FOC 150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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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 질의 내용 ]
○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FOC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결정 요지 ]
○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FOC 물품(쟁점물품)
은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유상물품과 단일한 거래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5)

[ 결정 이유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
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나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
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본 건의 당사자 간 공급 계약서에는 ① 제품별 개별 가격, ② 해당 COM6)(유상) 물품 구매 시 유상물품에
따라 일반 FOC 물품의 추가 제공, ③ 연간 구매목표 달성 시 쟁점물품의 추가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구매의사 및 확정가격과 확정 수량이 존재하지 않아 이 계약만으로는 수입물품의 개별
주문에 대한 확정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개별 주문(PO 발행)에 따라 비로소 각각의 거래가 독립
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각 주문별로 단일한 수출 판매를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본 건의 쟁점물품은 해당 COM 물품과 단일 거래로 주문 및 구매한 것처럼 외관상 보이지만, 개별 주문별로
해당 COM 물품 구매 시 일정 비율로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일반 FOC와는 달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연간 구매목표 달성 이전에 미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 구매자가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기 중 당사자 간 계약 변경을 통해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일반 FOC 물품의 수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해야 할 쟁점물품의 수량과 일반 FOC 물품의 수량을 상
쇄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쟁점 물품의 회수와 일반 FOC 물품의 상쇄는 선택적 사항으로서 계약 변경의
효과는 과거 수입된 물품의 가격에도 반영돼 쟁점물품의 거래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본건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 방식인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로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은 일반적
수량할인 조건, 즉 수량이 증가에 따른 가격 할인과 상이하고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전제로 초과 제공한 쟁점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 된 일반 FOC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지급된 쟁점물품에 대해
소급해 감액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격 할인 또는 가격 조정은 물품 수입 전에 합의돼야 하
고, 모든 조건을 수입 전에 충족돼야 한다”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본건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무상으
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유상물품과 단일한 거래로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
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해설 】 위 사례는 분배권 계약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의료용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FOC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대한 개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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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
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규정
된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해 결정하도록 규정(구매수수료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
야 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 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키는 것
으로 규정하고,7) 제1조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조항을 순차적으로 적용
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한편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수량할인은 특정한 기준연도 동안 구매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
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며,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근거한 확정된 가격
정책(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다.9)
위 사례는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 로 제공받기로 한 계약
FOC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본건 쟁점물품을 해당 COM 물
품과 별도로 거래되는 무상물품으로 봐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COM 물품과
단일한 거래로 공급된 물품으로 해당 COM 물품의 판매 계약의 일부로 봐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FOC 물품이 COM 물품과 단일 거래인지와관련해 당사자 간 공급계약
서에는 ① 제품별 개별 가격, ② 해당 COM 물품 구매 시 유상물품에 따라 일반 FOC 물품의 추가 제공, ③ 연
간 구매목표 달성 시 쟁점물품의 추가 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해당 COM 물품과 함께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에 작성되는 등 하나의 거래로 운영돼 외관상 해당 COM 물품과 단일한 거래로 주문 및 구매한
것처럼 보이지만,개별 주문별로 해당 COM 물품 구매 시 일정 비율로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일반FOC와는 달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연간 구매목표 달성 이전에 미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구매
자가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기 중 당사자 간 계약 변경을 통해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일반
FOC 물품의 수량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회수해야 할 쟁점물품의 수량과 일반 FOC 물품의 수량을 상쇄하고 있
는 점으로 미뤄볼 때 쟁점물품 회수와 일반 FOC 물품의 상쇄는 선택적 사항으로서 계약 변경의 효과는 과거
수입된 물품의 가격에도 반영돼 쟁점물품의 거래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 수량과도 상관없이 연간 구매목표 달성에 따라 추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을 안
분해 매 주문별로 제공한 점, 구매자가 제출한 수량별 가격 산출방법에 따르면 제품의 개별 가격은 ▲1개 구
매할 경우, ▲일반 FOC 물품이 포함될 경우, ▲계약 FOC 물품이 포함될 경우, ▲연간 실제지급금액의 개별 가
격 등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산출하고 있어 이는 애초 계약서에 일반 FOC 물품과 쟁점물품의 제공에 따
른 할인된 개별 가격이 확정돼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쟁점물품의 제공이 수량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 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으로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 본건 물품에 대한 계
약 방식은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로 물품을 제공받은 방식(수량 증가에 따른 수량의추가 제공)으
로 이는 수량 증가에 따른 가격할인과 상이하는 등 수량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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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본건 쟁점물품은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해당 유상물품과 단한 거래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15.1에서 수량할인의 처리와 관련해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자신
의 물품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이러한 할인은 ①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
정되는 경우, ② 물품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로 나눠 설명하고,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수입이 완료
된 후 해당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을 근거로 수입자에게 추가 할인이 이뤄지는 경우 소급된 할인은 인정될
수 없다 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î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해(구매수수료 제외)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
2) ｢관세법｣ 제30조 제2항 참조
3)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 참조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paragraph 1 참조
5) 2019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6) Commercial, 유상 을 말함.
7)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제8조에 대한 주해 참조
8)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일반 주해 평가 방법의 순차적 적용 참조
9)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의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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