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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개정법령 & 입법예고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

기재부,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
⋘이차·연료전지, 철강 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명태(냉동)·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은 조정관세 운용⋙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 :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0.5%,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 LNG(동절기) :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 → 할당 1%)하며, 철강
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정부는 12.29(화)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다.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
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
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폴리에틸렌(기본 8% → 할당 0%)이 추가된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
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20년 대비 +80만톤) 및 사료용 조제품
(+0.1만톤), 매니옥칩(+1.3만톤), 설탕(+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 2021년 활당관세 운용계획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으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옥수수·설탕
등 사료 ․ 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 ․ 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 2021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하여 ‘20년과 동일하게 14
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활돔・활농

연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21년

물품수

69개

41개

77개

79개

77개

83개

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조정 40%) 등은 관세율을 인상하고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

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0 : 26% →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
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21 : 24%)한다. 또한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
【2021년도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
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
탈, XDA, 폴리머 배합용원료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물가안정 ,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 · 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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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기본세율 → 조정세율, %)
찐쌀(8 → 50)

냉동 꽁치(10 → 24)

혼합조미료(8 → 45)

냉동 명태(10 → 22)

고추장(8 → 32)

냉동 오징어(10/2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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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8 → 26)

새우젓(20 → 32)

PE격리막(4 → 0)

옥수수(3 → 0)

활돔(10 → 28)

표고버섯(30 → 40)

파우치(8 → 0)

대두(3 → 0)

활농어(10 → 28)

합판(8 → 10)

초고온 탄화로(8 → 0)

면실(2 → 0)

이온교환막(8 → 0)

알팔파(1 → 0)

활뱀장어(10 → 20)

나프타(0 → 0.5)**

*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신성장 분야(22)>

페로실리콘(2 → 0)
페로크로뮴(2 → 0.5)

전극(8 → 0)

페로니켈(3 → 0)

뿌리채소류(5/20 → 0)
동·식물성 유지(5 → 0)

폴리머 배합용 원료(8 → 0)

유당(20 → 0)

XDA(8 → 0)

비트펄프(5 → 0)
주정박(2 → 0)
대두박(1.8 → 0)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기본세율 → 할당세율, %)
흑연 화합물(8 → 0)

이오노머 분산액(8 → 0)
탄소섬유초지 성형품(8 → 0)

실리콘 메탈(5 → 0)

【 2021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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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자재 분야(16)>

면실피(5 → 0)

원유(나프타 제조용)(3 → 0.5)

유조제품(5 → 0)

원유(LPG 제조용)(3 → 2)

매니옥 칩(20 → 10)

LPG(3 → 2)

설탕(30 → 5)

코크스(3 → 0)

새끼뱀장어(5 → 3)

전해액(8 → 0)

페로니오븀(3 → 0)

페이스트(8 → 0)

농약원제(2/8 → 0)

PVDF 바인더(8 → 0)

티타늄 괴(2 → 0.5)

탄소전극(5 → 0)

요소(비료용)(2 → 0)

리튬코발트 산화물(8 → 0)

니켈 괴(3 → 1)

리튬니켈코발트 망간 산화물(8 → 0)

귀금속 잔재물(2 → 1)

리튬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8 → 0)

페로티타늄(3 → 1)

아세틸렌 블랙(5 → 0)

팔라듐(3 → 1)

구리박(8 → 0)

로듐(3 → 1)

동절기(1개)

<기초원자재분야 (1)>

LNG(3→2)

* 소성로는 지원 목적에 따라 음극재·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 LNG 동절기 적용 : 1.1.∼3.31., 10.1.∼12.31. / 밑줄은 신규 적용 물품

황산 코발트(5 → 0)

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82개)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
오로보레이트(8 → 0)

<중소기업 지원 분야(11)>

NCM전구체(8 → 0)

분산성 염료(8 → 0)

소성로(양극재)*(8 → 0)

생사(3/8 → 0)

전기히터(8 → 0)

면사(1 → 0)

보호관(8 → 0)

순면사(8 → 4)

분리판(8 → 0)

재생스테이플 섬유(1 → 0)

전극막 접합체(8 → 0)

유연처리우피(3 → 1)

❝ 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

⋘자동 캔 봉함기 등 4개 물품 삭제 … 총 ‘44개 → 52개’ 운영⋙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백금촉매(8 → 0)

폴리에틸렌(8 → 0)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감면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44

코팅머신(8 → 0)

조영제 원료 중간체(8 → 0)

개 물품에서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올해

연신기(8 → 0)

이산화티타늄(8 → 0)

석영 유리기판(3 → 0)

폴리카보네이트(8 → 0)

성장호르몬 치료제 부분품(8 → 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 → 0)

<소재·부품·장비 분야(13)>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소성로(음극재)*(8 → 0)

유장(20/40 → 0)

흡착제(8 → 0)

매니옥펠릿(7 → 0)

흡착기(8 → 0)

겉보리(5 → 0)

인조흑연(4 → 0)

귀리(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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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세척기, ▲멸균기, ▲성형기, ▲틈새 선별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해 총 52개 물
품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
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9일 「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44개 중 4개 물품(▲자동 캔 봉함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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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을 제외하고, 올해 12개 물
품(▲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 ▲엔진 다이
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으로 운영한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
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
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

➊ (신산업) 수소차 ․ 이차전지 ․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 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 (수소차) 연신기 등 5개, (이차전지) 인조흑연 등 20개,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등
․
- (신규 : 5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
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 (적용세율, 기본→할당, %) 코팅머신 ․ 연신기 ․ NCM소재 ․ 백금촉매 ․ 폴리머배합용원료(8
→0)
- (계속 : 26개)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
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신규 적용 :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 계속 적용 : 반도체 ․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 ․생사 등 49개 ⋙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➋ (주력산업) 자동차 ․ 철강 ․ 섬유 ․ 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
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
* (철강ㆍ비철) 탄소전극 등 11개, (섬유) 생사 등 6개, (광학) 폴리에틸렌 등 2개, (자동차) 로듐․팔라듐
- (신규 : 4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
,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 반도체 ․ 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
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세율, 기본→할당, %) 로듐ㆍ팔라듐(3→1), 페로티타늄(3→1), 폴리에틸렌(8→0)
- (계속 : 17개)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➌ ( 화 학 ) 태 양 광 패 널 등 원 료 실 리 콘 메 탈 ․XDA (신 규 ), 도 료 ․플 라 스 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
*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➍ (에너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

할당관세*를 적용
* (나프타제조용원유) 0.5%(기본 3%), (LPG 및 LPG제조용원유) 2%(기본 3%),
(LNG) 2%(기본 3%)

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
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고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O

사본 제출 허용 등 수입자 편의위주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입법예고(1.7∼1.21)·국무회의 등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
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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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추가

달 중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

● C/O 사본 제출을 허용 하고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시 수입자에게 결과 회신기한 신설

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에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 적용 신청 시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
現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후 적용 신청 시엔 원본

법」 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추가 한다.
● 사회안전 국민보건

위해물품 유치사유 구체화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휴대품 유치 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식약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 여부는 협정

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 통보 및 통관 제한 요청 받은 물품과 성분 규격 불분명

에 따르되,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가 의심되거나,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부터

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 기타 유해 성분 포함 식품 의약품 등 유치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필요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할 예정이다.

또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
설한다. 현재는 수출국에 확인 요청시 통지 기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수출
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

❝

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
천서(할당관세율·농림축산물 양허세율·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추천서)의 제출기한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
단계별 이행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 예정⋙

⋘폐플라스틱, 석탄재, 폐타이어, 폐골판지, 분진, 폐배터리 등 10개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 또는 품질기준 설정 후 수입제한⋙

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로 연장된다.
● 보세구역 물품 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보세화물의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
를 목표로, 석탄재·폐지(혼합폐지 및 폐골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
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이 개정(법률 제17649호, 2020.12.22.)됨에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엔 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시엔 100만원, 3차 이상 위

【수입금지】

반 시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한편 시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
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했던 폐플라스틱 (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 → 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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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하
여,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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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

미국, 한국산 타이어에 14.24~

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38.07%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들이 담겼다.
◇ EU = 먼저 브렉시트(Brexit) 전환 기간
종료로 대영국·대EU 수출환경에 변화가 생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 대만, 태국, 베트

【수입제한(품질기준 설정)】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남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PVLT)에 대
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해 한국산

(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

타이어에 14.24~38.07%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이 제한된다.

를 확정했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구체적으로는 한국타이어가 38.07%로 가장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높고 넥센(14.24%), 금호(27.81%) 순이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대만산

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13.25~22.21%, 베트남산은 0~22.30%다.

타이어는

길 전망이다. 지난 12월 24일 EU-영국 무역
협상 타결로 EU-영국 간 상품이동 시 무관세
가 적용되나 검역·통관절차는 부활했다.
한국의 대영국 수출의 경우 2019년 8월 타결
한 한 -영 FTA로 영국으로 직수출 시 관세는

52.42~98.44%,

태국산은

현재 EU로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영 간
상품 운송 시 EU를 경유할 때에도 3년 동안
은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다만 라벨링
등 수입식품과 관련한 제도는 별도로 운영될

미 상무부가 이 예비판정 결과를 최종 확정

예정이며, 사전 포장식품의 경우 단기간에

하고 오는 6월 28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

변경되는 규정도 존재해 유의해야 한다. EU

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릴 경우 반덤핑 관세

유기농 인증도 12월 12일까지만 영국에서 유

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가 부과될 예정이다.

효하다.

【 수입제한(검사강화)】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재활용률
이 96~99.4% 수준이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분리·선별 형태, 유해
물질의 유출 여부, 이물질 함량 등)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설탕세(SugarTax) 도입과 관련한 국가별 변

전 세계 식품 비관세장벽 강화…
새해 주요 변경사항은

경사항도 눈여겨봐야 한다. 폴란드는 1월 1
일부터 저알코올 음료에 소다세(SodaTax)를
도입한다.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1L당 0.11

차단한다.

⋘aT,‘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

유로를 과세하고, 설탕 함량이 5g/100ml 이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

입제도’ 발간⋙

상일 때는 초과하는 설탕 1g당 0.01유로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자 위생과 검역

추가 부과한다. 소다세 규정에는 카페인세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와

(1L당 0.02유로)와 타우린세(1L당 0.26유로)

관련한 각국 비관세장벽도 그 어느 때보다

도 포함된다.

강화된 바,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던 설탕세 도입이 코로나19로 연기돼 2022

것으로 보인다.

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설탕이 함유된 음

*

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
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 원(2021~2022년)을 지원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
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확
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료 100L당 1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며, 희석

(aT)는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

해 마시는 음료의 경우 2kg당 0.25유로의 세

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

금이 매겨진다.

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

현재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

고서에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

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10여 개 국가가 설

환경 변화에 따른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

탕세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기업들은 설탕

농림축산식품부와

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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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을 줄인 신제품을 다수 개발해 내놓고

다수의 기업이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

다섯 가지 보건식품 원료 목록도 제정해 3월

국표원에 따르면 영국은 EU의 적합성 평가

있다.

틱을

1일부터 적용한다. 여기에는 코엔자임Q10(辅

제도인 CE 마크를 대체하는 UKCA를 도입해

또한, 4월부터는 Commission Regulation(EU)

2021년 7월부터 해당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

酶Q10),

파벽영지포자분(破壁灵 芝孢子粉),

이달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스피루리나(螺旋藻), 오메가(鱼油), 멜라토

적용하고 있다. UKCA 마크는 장난감 안전,

식품의 트랜스지방을 100g당 2g으로 제한한

◇미국 = 미국은 FDA 식품 추적에 필요한 추

닌(褪黑素)의 원료 사용범위, 기능, 기술지

개인 보호 장비, 에코 디지인 등 18개 품목

다. 이는 2019년 4월 유럽위원회가 규정한

가 정보 작성 및 보관 규정 제정에 나섰다.

표 및 미생물 지표가 명시된다.

군과 의료기기, 건설 제품, 민간 폭발물 등

2019/649 of 24 April 2019에 따라 소매용

개발·생산

중이다.

일례로

독일은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B2B 거래 제품은 고

이는 고위험군 지정 식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만 = 대만의 경우 1월 1일부터 현지에서

특별 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된다. 기존에

지 시 2g 이상의 트랜스지방 함유가 가능하

추적기록 관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21년

유통되는 벌크식품은 모두 중문으로 상품명

CE 마크를 부착한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라트

최종 검토·수정을 거쳐 법안이 확정될 예정

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산지

해당한다.

비아, 스위스 등은 2003년부터 이미 이러한

이다. FDA의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한, 대만의 현지 요식

영국은 연말까지 1년간 인증 전환 유예 기간

규정을 시행 중이다.

리스트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보관하는 업

업체로 공급되는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반드

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CE 마크 부

체는 ‘추적기록 관리 조건’ 규정안에 따라

시 표기해야 하는데, 원산지는 도축장이 소

착 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

식품추적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기록을 작성

재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터는

및 보관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원문은 KATI 농

'UKCA 마크 사용 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

서는 버섯류 , 감귤, 배추, 포도, 고춧가루,

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홈페이지에서

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무, 김치, 단감 , 배, 삼계탕 등이 대상이 될

확인할 수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바 있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새롭게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RCEP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참깨가 알레르기 유발요소로 지정될 가능성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

브렉시트 경과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물) ▷ 2005(채소조제품) ▷2103(장류·소스

도 있다. FDA는 참깨를 9번째 대표 알레르기

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

또한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류, 마요네즈) ▷2104(수프) ▷2105(아이스

유발 성분으로 지정하고 , 라벨링을 의무화하

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

크림) ▷2106(커피프리머 , 단백질농축물)의

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미 하원을

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가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4개 HS코드 관련 복합식품이다.

통과한 상태다.

위 품목들은 EU가 복합식품 수입을 승인한

발효식품(Fermented)의 라벨링 규정도 변경

국가·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 수출

된다. 8월 13일부터 발효식품과 가수분해식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U의 수입승인 국가

품(hydrolyzed)의

목록은 현재 작성 중이다. 각각의 동물유래

라벨링 시에는 제조사 측의 영양성분 분석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

결과에 따라야 한다.

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유래해

◇중국 = 중국은 통조림식품 분류 국가표준

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수출 전 원료 출

GB/T10784-2020을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처를 EU에 통보하고,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

이번 규정에서는 수산물, 과일, 야채, 견과

로 인해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를 요청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류, 통조림식품 분류 표준을 수정하고, 알류

는 고유인증인 UKCA 마크만 인정되기 때문에

또, Directive(EU)2019/904에 따라 대체제품

및 식용버섯 통조림 분류를 국가표준에 추가

관련 기업과 기관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

⋘무협,‘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

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이 금지될

했다.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역 법규’ 발간 ⋙

예정이다. 빨대, 면봉을 비롯해 포크, 나이

China(中国国家标淮化管理委 员会)에

따라

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

⋘중국, 민법전 비롯해 소비재·환경·지재권 보

프, 숟가락 , 젓가락 등 식사도구를 포함한

GB/T10784-2020은 7월 21일 정식 발표돼 8월

응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호 등을 위한 경제무역법 28개 시행⋙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가 적용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된다.

발표했다.

4월 21일부터는 Regulation (EU) 2017/625에
따라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 수입 규정
이 변경된다. 대상 품목은 ▷ 1601(소시지)
▷1602(육류조제품)

▷1603(육즙·어류즙)

▷1604(생선제품) ▷1605(새우 ·게 등) ▷
1901(곡물가루)

▷1902(스파게티·면)

▷

1905(빵, 비스킷) ▷2004(옥수수·감자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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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표원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수출 차

글루텐프리(Gluten-Free)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

내년부터 영국 수출품에 'UKCA

향을 신속히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겠다"며 "

마크 ' 받아야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고충

⋘국표원, '시험인증 대응 방안 설명회 ' 개최 ⋙

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뉴시스

⋘브렉시트로 기존 CE 마크 폐지…1년 유예⋙
⋘장난감·개인보호장비 등 18개 품목군 해당⋙

제공]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Brexit)

2021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미리 체크하세요!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 12 -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

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업적 이익을 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

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거래 및 유출사건이

KOTRA는 지난해 12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

다.

빈번해지면서 개인 생활 안전과 재산 피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도 생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안내하고 대응

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

지털 경제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소유권을 정

방안을 제시했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

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

립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화는 세계적인

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

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

향과 보조를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추세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

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중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며 “KOTRA는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

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요한 법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이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따른

다”고 밝혔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시행됐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후속 조치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글로벌 데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국 IT 기업을 배

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

제한 미국의 ‘5G 클린패스’ 정책에 대응해

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기준이다.

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연장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다른 나라 국민의 신

⋘지난해 출입국 지원사례 약 2만 건⋙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

상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인 해외출장이 어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

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워진 가운데 8월 코엑스 1층에 문을 연 기업

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

(GDPR)과 개념이 유사하다 . 일례로 중국 경

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약 2만 건의 출입

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

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내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를

국 지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

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

제공할 경우 중국 역외까지도 법을 적용받게

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종합지원센터 운

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사전고지와 동의

영을 2021년에도 연장하고 규모와 기능을 확

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

를 의무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대하기로 했다.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호를 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

동의가 필요한 점도 비슷하다. 일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종합지원센터

EU 기준보다 엄격하다. EU는 법규 위반 시

는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격리면제신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

청서 접수, 건강상태확인서 처리, 전세기 지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국판 ‘일반개인정보보호법’, EU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
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중국

와 유사하나 일부 조항은 더 엄격

올해도 기업인 출입국 돕는다… 종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행 초기 논란이 된

원 등 총 1만9356건의 출입국 지원을 처리했

바 있다. 중국은 최대 5%로 명시하고 있다.

다. 국내 입국자 격리면제 신청은 12월 14일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페기물의 보세

⋘ 이른 시일 내 시행 예정 ⋙

총 8장 70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부터

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

중국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빠르게 추진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제공 규칙 ▷개인정

1634건을 처리했다.

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

보 처리 시 개인 권리 및 처리자의 의무 ▷

올해도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계속되는 한편,

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하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21일 초안 발표

관련 수행부처 및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

개선을 거듭해나갈 전망이다. 우선 작년 12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후 약 한 달간 의견을 공개 수렴하고, 현재

고 있다. 중국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

월 14일부터 기업인 국내 입국에 필요한 격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 통과 및 실

계좌, 개인행적, 의료건강 관련 정보는 ‘민

리면제신청서 접수가 기존 13개 부처에서 종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
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

12월 31일까지 하루평균 126건, 총

제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감 정보’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융사, 항공

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

은 법안이 이른 시일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

사, 여행사, 병원 등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

망하고 있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정보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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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 기업인이 격리면제신청서 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판정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의 역량이 미국과

리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EU 등 오랫동안 반덤핑제도를 활용한 국가들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www.btsc.or.kr) 개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투자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2020년 1~10월

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을 준비하는 등 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수입규제조치는 83건

2020년 기준 실시 중인 규제가 가장 많은 것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통상차관

오염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은 태국(4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

보는 1월 12일 새롭게 문을 연 종합지원센터

이에 따라 요식업,호텔,슈퍼마켓,택배 등 관

아세안 국가에서 타국에 수입규제를 발동한

아(41건)와 말레이시아(22건)가 뒤를 이었

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철저한

련 분야의 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것도 1~11월간 48건으로 2012년 이후 최다

다. 2020년 가장 많은 신규조사를 개시한 것

방역하에 기업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맥도날드, 피자헛, 씨차(喜茶)는 작년부터

수준이었다.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

은 1~11월간 반덤핑조사 14건과 세이프가드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한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의 사용

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

조사 1건을 실시한 태국이었다. 인도네시아

다”고 밝혔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을 금지하고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

으로 떠오르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2019년에 신규

도입을 시작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

국가를 견제하는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조사가 총 1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美)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점업

됐다.

1~11월간 6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됐다.

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락통 회수체계도

아울러 잠재력이 큰 소비시장으로서 수입수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

개발 중이다. 외국계 유통기업인 월마트도

요가 확대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 자체의

회 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올해 중국서 일회용품 규제
본격화… 플라스틱·비닐 등

발표하며

플라스틱

⋘26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금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의 제공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

지 단계적 확대⋙

을 중단시켰고 아코르호텔그룹에서는 올해부

여기에 미중 갈등 장기화로 아세안 국가들에

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필리핀은 최근 세

터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하기로

대한 수출 및 투자 확대가 계속되면 아세안

이프가드만을 활용하고 있다.기존 미얀마,

했다.

시장을 둘러싼 무역구제조치는 더욱 증가할

라오스, 캄보디아는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

환경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정부 정책

전망이다.

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19일 발간

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

각국의 대아세안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24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

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및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

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도를 도입했고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용기 및 플라

미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발효된다.

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

수입규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

보고서는 태국 시장의 수입규제조치에 특수

서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

사가 활발해졌다.

성이 있다며, 내수판매 중 원가기만 판매 비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별 조치 방법과 조사대상물품에서 HS코드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

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친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
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
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

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이미 상
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
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

않고

있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태국은 원가미만 판매가 전체 내수 판매의

늘어나는 아세안 수입규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전체 내수판매를

진출기업 ‘빨간불’

아세안 국가에서의 무역구제조치는 단순히

통상의 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구성가격을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

정상가격으로 사용한다. 또 수입규제 조사대

각적인 운용이 눈에 띄었다.

상 물품에 대해 명시된 HS코드로 동일시하는

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아세안 발 조치도 대아세 안 조치도 역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

최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경우가 많다.

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지난해 아세안을 둘러싼 글로벌 수입규제가

아세안 4개 국가는 수입규제 운용 역사가 짧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질문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다. 그러나 대부분 WTO에서 규정한 절차적

서 접수일 후 30일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산업 피해

요구하는 데 비해 조사개시 공고일 후 30일

- 15 -

- 16 -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내에 제출을 요구하기에 수입규제 적시 대응

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이 상당히 빠듯하다는 점이 주의사항으로 꼽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에 진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 요건

물품의 경락자 관련법령

혔다.

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또한, 보고서는 “말레이시아는 덤핑마진 산

다”고 강조했다.

정 시 PCN(제품통제번호)별 비교를 하지 않

특히 아세안 시장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고 조사대상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과 내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무역

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요건)

수판매를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

구제 조사 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조치에 주

러하지 않습니다.

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을 전략적으로 잘 이

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을

용한다면 덤핑마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겨냥한 무역구제조치가 늘어나면서 아세안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국가를 경유한 중국산 덤핑제품의 유입 우려

특히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최대

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지이자 수출 3위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

다음의 각 호의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

◇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수입통

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및 제6조(신고

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

의 시기), 제7조(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의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î 원산지표시 면제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반드시 되

․ ․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어 있어야 하나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10단위가 변경
되는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
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표

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하

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이자

고 있어 시장경제국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세안

3. 농수축산물
․ ․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 하

시가 면제됩니다.

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작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이 필수” 라고 말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변경되는 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년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

면제대상

◇ 관련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및 제6조(신고의 시기), 제7조(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의 요건)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
자 휴대품

î 납세의무자

수출입 관련 Q& A(122)

【 수입 ․ 원산지․ FTA 】

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

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

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며, 수입화주가 불

포함한다)

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

분명한 때에는 다음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선(기)적지 항구

î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

① 출항전 신고 : 출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

③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재한 항구 또는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항에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

물품은 출항전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는 물론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륙통관기지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하여야 합니다.

④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② 입항전 신고 :

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 후에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

입항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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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수인이 된 은행

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

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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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하는 통과 화물

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
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î 운송요건

남, 한-중 협정인데,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

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
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는 것입니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

다.
▲ 직접운송요건이 없이 경유요건 만 규정한 협정은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 협정 인데, 한-칠레, 한

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원칙입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

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

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되고 있습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의 한

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항목(원산지증명서 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도를 함께 규정한 경우와 경유요건만을 규정한 경우

것이 입증되면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나, 한-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

가 있습니다.

캐나다 협정은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

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운송요건과 경유요건을 함께 규정한 협정은

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칠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레 및 한-미 협정과 이 점에서 운송요건에 차이를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

두고 있습니다.

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한 원
산지표시 면제대상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5. 수입자의 상호상표
․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

사용하는 물품

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

▲ FTA 등 특혜관세

․
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 원

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

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시 제9조(원산지표시의 면제)

협정에 따른다) ,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
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î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2조(정의)

거치나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

-FTA 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지로 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출당사국에서 수
출하여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
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당사국
경유하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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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품분류

î 품목분류 협의회(분류원)
ㅇ 작동원리 : 샤프트를 조작하면 내장된 액
품명: COMPACT MK5(Hydraulic Actuator)

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 플런저가

; DSC3-122993

작동됨

물품설명 : 액압펌프, 실린더, 플런저, 샤프

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트로 구성된 원통형의 액압 액츄에이터

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규격 : 410×160mm, 4.5kg; stroke: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절 제18조(수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

-미 협정에서는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

80~400mm; push force: 10kN]

용도 : 병원침대, 물리치료테이블, 환자트롤
리, 수술대 등의 하부에 장착되어 높이를 조
절하는 역할
품목번호 : 제8412.21-1000호

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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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지만 작업시간(①∼⑤)은 40∼60분 정도 소요

품명 : WASHER DISINFECTOR; 46-5-502
물품설명 : 수술기구, 마취기구 등을 세척하

품목번호 : 제8422.20-000호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크기 : 446㎜ x 92㎜

에 맞게 제작됨(스트레쳐 없이도 환자 이송

품목번호 : 제8546.90-1000호

가능함)
* stretcher : 환자운반차, 환자를 누운 상태로

고, 열소독 및 건조하는 세척소독기
ㅇ 사용 목적(사양서 직역) :

품명 ; AUTO SHEET-FED LASER CUTTING

Getinge 46

AND ENGRAVING MACHINE,LC340S

시리즈는 수술기구(견고한 관), 속이 빈 용
기(hollow ware), wash bowls와 젖병, 용기,

물품설명: 매엽식 자동급지(Auto sheet-fed)

운반할 수 있는 장비

품 명 : DELUXE QRT W/SLIDE N CLICK

ㅇ 사양크기 : 1,930 × 550 × 440(mm),

; Q-8101-SC

차압 : -2.5Pa이하, 전원 : DC 12V

물품설명 : 도시형(저상) 버스에 장착되는

ㅇ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 :

실험실 유리제품 및 마취 부속품에 대한 중

방식으로 낱장 급지하여 카메라로 돔보마크*

휠체어 고정 장치로 운행중 휠체어 유동을

간수준 소독* 세척과 건조를 위한 것이다.

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절단 이미지대로

방지하는 안전보호 장치임 , 충돌 또는 급제

① 본체 : 환자를 외부와 격리하여 이동시킴

(침습성 수술 기구와 마취기기와 같은 고위

CO2 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출력 :

동/가속에 대비하여, 휠체어가 쏠리는 것을

② 음압장치 ; - PCB보드, 팬, 압력센서

험기구는 어떤 단계에서 사용하기 전에 최종

180W)를 이용하여 스캐너 방식**으로 종이를

방지하기위하여 휠체어를 버스 바닥에 고정

(내·외부 압력측정), 적색 및 녹색 LED, 부

살균(sterilization)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커팅하고 배지대로 자동 배출하는 기기

하는 장치(자동 잠금·해제,셀프텐셔닝기능)

저,표시반 등이 철제 하우징에 조립된 물품

*

ㅇ 구성 요소

-전원 on/off를 통해 팬을 작동시켜 본체 내

-RETRACTOR : ANCHORAGE에 장착되어 휠체어

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춰 음압 상태를 만들

of

* 돔보 마크 : 인쇄물에 위치를 표시한 후 이 위

disinfection) : 결핵, 세균, 완전하지는 않지만

치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와 동일

대부분의 바이러스, 대부분의 진균은 사멸하나,

한 위치에서 커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

중간수준

소독(intermediate

level

** 스캐너 방식 : 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ㅇ 응용 분야 및 사용자 환경

내부의 X, Y 미러가 스텝모터에 의해 움직이며

-의료 및 검사실 장비 세척, 소독, 건조

해당 좌표로 레이저빔을 보내는 방식

-중앙멸균공급부(CSSD), 수술실 옆, 치과 또는

용도 : 커팅, 반칼*(Kiss cutting), 천공 작

병동과 같은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정

업 등을 통해 명함, 카드, 청첩장, 팸플릿,

장치

-세척 소독기는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되
지 않음
-세척 소독기는 변기 또는 소변통의 세척과
소독에 사용되지 않음

스티커 등 종이제품의 후가공에 사용

어 주며, 압력센서를 통해 본체 내· 외부 압

1대당 4개로 고정
-ANCHORAGE : 차량 바닥면에 4개 장착되어

초과시) 감지 시 적색램프 점등,경보음 발생

RETRACTOR를 고정

③ 기타 부속품

-후크 : 휠체어 프레임 구속

-공기주입장치 : 본체 프레임 공기 주입용으

* 가격 구성 : RETRACTOR 79%,

로 사용

ANCHORAGE 21%

* 반칼 : 완칼의 상대 개념으로 스티커 등에 칼집

ㅇ 휠체어 고정 방법 : 휠체어 고정시 빨간

을 내고 뒷면종이는 안 잘리게 하는 가공방법

레버를 눌러서 벨트를 당겨서 휠체어 구속후

품목번호 : 제8456.11-9000호

A 부분을 돌려서 단단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품 명 : POLYMER INSULATOR ; 35KV 70KN

① 찬물 프리린스(Cold pre-rinse) : 사전
에 의료기구의 오염물질을 찬물 (약 20℃)로
헹굼
② 세척(Washing) : 수온을 45∼60℃로 상승
시켜 세척 세제를 투입하여 의료기구를 세척
하는 작업
③ 후 헹굼(Post rinse) : 따뜻한 물로 의료

사용
-산소마스크 : 산소탱크, 산소발생기는 제시
- 배터리 충전기, 매뉴얼 등

품목번호 : 제8708.21-0000호

ㅇ 작동원리

SUSPENSION INSULATOR ; 중국
물품설명 : 절연 소재인 FRP ROD로 봉 형상

-본체 브래킷 : 본체와 스트레쳐 연결용으로

되지 않음

텐션을 조절하여 휠체어 고정

ㅇ 상세 작업 순서

력을 상시측정하여 이상상황(차압 –2.5 Pa

- 음압장치의 팬을 가동해 내부의 공기를 외

품 명 : 음압캐리어 ; WS-02

의 코아를 만들고 코아를 중심으로 실리콘

물품설명 : 감염 및 감염의심 환자를 음압상

부로 방출하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

고무를 단일형 구조로 사출 성형한 물품

태로 격리하여 이송할 수 있는 장비로, 환자

다 낮아지는 음압현상을 만들고, 흡입구로

-수입 후 금구(금속재질 )를 압착하고 코터핀

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본체와 본체 내부에

들어온 외부공기가 음압장치 필터 쪽으로 나

을 연결하여 애자*로 사용

음압을 형성해주는 음압장치, 필터(교체형,

가게 되어 한 방향으로만(흡입구→필터)공기

*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裸線) 부분을 절연하

1회 사용 후 폐기 ), 공기주입 장치, 브래킷,

가 이동하게 됨

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 음압현상으로 인해 내부의 병원균 또는 바

④ 소독(Disinfection phase) : 90℃ 이상의

산소마스크(필요시 외부 산소통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절연체이다(출처 : 두산백과)

사용), 충전기, 매뉴얼 등이 직물재질의 가

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내부

물로 1∼5분간 소독

ㅇ 구성요소의 재질 및 기능 :

방에 함께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물품

의 오염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오염물질을

⑤ 건조(Drying) : 헤파필터를 거쳐서 들어

-FRP ROD : 유리섬유(GLASS FIBER) 및 에폭시

온 뜨거운 공기로 의료기구 건조

-스트레쳐(stretcher)*에

제거하고, 정화된 공기를 배기함

레진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뼈대역할

※ 세척, 헹굼, 소독 모든 단계에서 스프레이 암

수 있도록 국내 구급차용 스트레쳐 표준규격

-실리콘 고무 : 실리콘 콤파운드 및 화합

기구의 세제를 제거

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

고정하여

사용할

품목번호 : 제9402.90-8000호

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절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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