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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입법예고

12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 22.1.1. 시행 예정⋙

❝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한다 ❞
기획재정부는 ’21.1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통계통합
분류표(HSK)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표를 수정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
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여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화학물질관리법에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

품목[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HS번호)와 다
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
조)을 부과하고,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를 부과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
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주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는 동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확인 제도 하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
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

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
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정비 등 법령개정 추진❞
⋘품목분류 341개 신설, 1290개 삭제 등, 22.1.1. 시행 예정⋙

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11.12.(금) 관세ž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
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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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역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HS) 를 시행
하고 있다.
6단위 코드로 구성된 동 상품분류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
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 기획재
정부 고시)’를 운영하면서 동 품목분류에 맞춰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율 및 세계무역
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확정하고 이를
22.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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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12월

물품 관세감면율 내년까지 1년 연장 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52개에서 43개로 축소 예정 등 ⋙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 및 기간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일 입법예고 했다.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 고시)]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하였다.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황과립장치(Sulphu Granulation Unit), ▲세척기(Vertical Ultrasonic

HS 2022를 반영하여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
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한다.

Washing Machine), ▲멸균기(Sterilizing & Drying Tunnel), ▲카트리지 라벨러
(Catridge Labeller), ▲수평 머시닝 센터(Advanc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

* (신설: +654개)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 (삭제: △398개)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핵심전략산업으로 소부장 품목(+12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14개) 등을 신설하고
환경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26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 신설한다.
품목분류 간소화를 위해 교역량 감소로 품목분류 실익이 없는 품목(광학필름, 성냥개비용
목재 등) 삭제하고, 지나치게 세분류된 품목을 통합 (△1,290개)한다.
금번 개정에 따라 2022년의 품목 수는 현행 1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된다.

▲기어 체커(Gear Checker), ▲카트리지 이물검사기(Cartridge Inspection Machine),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Piston Ring) 9개 물품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 (대통령령)]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한국이 맺
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하여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세계무역기구 등 양허관세율표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 총 3개 대통령령(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
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3

⋘냉동고추 품목분류기준 개정, 냉동대추 품목분류 기준 신설 등⋙
기획재정부는「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
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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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하고 어려운

「FTA관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 대상업체가 겹치는 경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관세법 별

우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 통지일을 일치시켜 합동조사하도록 조문 신설하고, 자

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율점검 단계에서 품목분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원산지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경정처

주요 내용으로는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
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
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14개 농산물 농식품부로 이관 등⋙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관세청은「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사유로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월 예정)에 따른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

농산물(14개) 품목을 유통이력 대상에서 지정 제외한 것이다.

표)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유통이력대상물품에서 조정(고시 별표 1)되는 물품은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삭제하였다.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이나 단체는 21. 12.6.까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3,

( E-mail : min0918@korea.kr.

- FAX : 042-481-7791)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공업용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조사예정 송달시기 단축, 자율점검 처리기간 연장 등⋙
관세청은「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사유는 원산지 조사기간의 단축·기한의 명확화,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의 FTA부서와
심사부서의 통합 및「FTA관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과 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용 개정내용으로는 원산지조사 수출입검증시 국내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예정통지서 송달 시기를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단축하였다. 자율점검 처리기간도 30
일로 하고 제출 기한 연장도 1회, 30일 이내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 원산지증명서(C/O)의 보완기간을 상위규정과 같이 5일 이상에서 5일이상 45일 이내로
변경하였다.
국내서면·국제서면·국제현지조사 완료시 결과보고서의 관세청장 승인 요청 기한도
신설하여 조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 하도록 하고, 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기간 경과를 방지하기 위해 독촉 횟수(1회→ 2회) 및 독촉 시기(회신기간 2분의1 경과

요소·요소수 관세율 0%…"내년 6월까지 한시적 조치"❞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추후 수급 감안해 연장 여부 검토⋙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제로(0%)로 낮춰 수급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호주 등은 0%(아세안
5%)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외 국가는 6.5%의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공업용 요소수의 수
급 정상화와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
정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및 2개월 잔여시)를 명확화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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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12월

이후의 월별 운임통계를 공개하는 등 시

까지 증가할 수 있다.

계열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

해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 나

[한국세정신문 제공]

국내 기업은 다른 나라의 운임지표에 의

개발…이달부터 최초 공개
⋘종전까진 상해지수 활용으로 한국발

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기반에 보다

수출화물 운임과 맞지 않아⋙

정확한 운임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일본·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국 운

이번에 공표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

임정보도 최초 제공⋙

계는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달리, 관

⋘관세청에 신고된 운임신고 데이터 기

세청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반해 정확도 업그레이드⋙

있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에 도착하는

반영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2TEU(40피트)

신고운임은

일례로, 공표에 활용된 정보는 설문조사

10월 기준 평균 1천139만원으로 작년 같

가 아닌 실제 수출신고서상 운임신고 데

은 기간에 비해 173% 이상 급등한 것으

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운임형태

로 나타났다.

의 경우 장기계약 운임을 포함해 우리기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동부에 수출되는

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정확히 반영

2TEU 컨테이너의 신고운임은 1천223만

하고 있다.

3천원으로 235.6% 증가했으며, 유럽연

특히, 출발지를 상해가 아닌 우리나라로

합의 경우 1천55만1천원으로 462.9%

설정함에 따라 운임 기준 또한 우리나라

급등했다.

가 출발지가 되며, 미국 동·서부나 유럽

인접한 주변국가의 컨테이너 운임도 늘

등 원거리 운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

어나, 중국은 73만5천원(57.3%), 일본은

본, 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국 운임 정보

93만1천원(15.0%), 베트남 131만4천원

도 제공하고 있다.

(125.3%) 등 한국을 출발해 세계 각지로

관세청이 이달부터 새롭게 제공하는 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증가

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인해 우리나

한 상황이다.

라 수출기업은 다른 나라의 지표에 의존

관세청은 15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

하지 않게 되는 등 보다 정확한 운임을

계를 개발한데 이어, 이달부터 정기적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로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수출컨테이어 운

앞서처럼 최근 컨테이너 운임료가 급등

임뿐만 아니라 수입컨테이너 운임과 항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한국

공 수출입 운임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

발(發) 운임지표가 없어 ‘상해 컨테이너

대 공표하는 등 국제운송시장의 정확한

운임지수’에 의존해 왔다.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리 기업이 수출시 관세

한편, 관세청은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청에 신고하는 운임데이터를 활용한 ‘한

3년간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추가로 공개

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새롭게 개발

키로 했으며, 주요 항로별로 2019년 1월

컨테이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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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예정이므로 입국시 반드시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입국때 면세한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세정신문 제공]

초과물품 검사 강화된다
⋘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초과물품 미

 수입품목 10개 중 3개, 특정국 의존도

신고땐 최고 60% 가산세 부과⋙

80% 이상... 품목 중 절반은 對중국 수입품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공급

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망 다변화, 국산화 서둘러야”⋙

운데, 면세물품 초과 한도를 적발하기 위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

해 국내 입국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한층

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강화된다.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의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면세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가량은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을 경우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

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

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다.

인천세관은 3일 위드 코로나 이후 점진

국회

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상됨에 따라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자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면세품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는 해외여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

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

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

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는

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제도다.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입국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최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

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

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후

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

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

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

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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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

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

이 발생하고 있다.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1년 제3차

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

용이 가능하다.

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

WTO TBT 위원회'에서 17건의 수출 애로

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 프로그램 설

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치나 가입 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상

는 방침이다.

는 것만으로 FTA 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

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또한, 국표원 관계자는 “WTO TBT 위

절차, 해외 통관애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상담을

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

는 무역 장애요소이다.

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

받을 수 있다.

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WTO TBT 위원회는 이같은 무역기술장

력 채널을 활용하여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방문 상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

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지속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이 제한돼 기업을 방문한 FTA 컨설팅

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

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

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된다.

1~9월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제공이 어려워졌지만, 인천세관은 화상회

[한국무역신문 제공]

의 플랫폼 및 전화 상담을 이용한 관세
상담으로 타개책을 찾았다.

 "가상현실에서 관세상담도"…

93.4%, 93.3%로 나타났다.

호주 등과 공조하여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17일부터 '메타버스 수출입

인천세관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 또는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특정무역현안(STC)은 각 회원국이 WTO

기업지원센터' 운영⋙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

중소 수출입기업 A사는 관세상담을 받기

센터 블로그 메타버스 게시글의 링크를

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

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

위해 메타버스에 접속한 후 아바타, 닉네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상담 운영시간은

는

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임을 설정한 후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이다.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제도다.

입기업지원센터'에 바로 입장했다.

인천세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이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인증, 중

입장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담실로 이동

달 17일 개최되는 컴업 2021 행사에 참

소폭 상승했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과 의약

하니 상담위원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

여해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

품·의료기기 등록비, 프랑스의 포장재 및

화상 카메라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시범운영 후 경인지역 수출입기업 등으

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법, 칠레의 세

공유 기능 등을 이용해 화상 상담을 손쉽게

로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

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말레이시아

끝마쳤다.

(ComeUp) 2021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

다”고 주문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부터 메타버스

업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등 혁신벤처와

부착 등이 이의 제기 안건에 포함됐다.

공간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소통과 교류 행사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전문가간 상시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인천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를

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

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

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스 상담센터 운영으로 보다 쉽게 관세행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협상⋙

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세계무역기구

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

는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관세행정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

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

내에 설치된다. 게더타운이란 미국 스타트

역량을 동원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업 개더가 개발한 화상 미팅 플랫폼으로,

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

가상 공간과 아바타, 화상 카메라 연결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10일 이날부터

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등

9

인천세관 메타버스 상담센터 이용방법은

비대면 기업 지원 강화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컴업

[한국세정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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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하다가 6월30일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하

 말레이시아, 한국산 합금 비합금강

며 2024년 10월부턴 94개 품목은 관세

냉연코일 반덤핑관세 부과

3~7%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제품에 대

우리 무역위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10월 8

한 수입관세는 멕시코가 가입한 환태평

인쇄판 및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산업피

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수

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회원국인 일본

해 공청회에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 상무

입되는 합금 및 비합금강 냉연코일(CRC)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해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

부가

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

Walled

다고 밝혔다.

결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철강

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18일 제418

Steel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구체적으로0.20~2.60㎜,너비

제품도 대상 외다. 하지만 아직 TPP에

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

연례재심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

700~1,300㎜의 합금 및 비합금강으로

가입하지 않은 한국과 대만의 철강제품

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

했다. 미 상무부는 “법원의 환송명령에

된

Code는

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

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향후 5년간

따라 지난 2017~18년 반덩핑 최종 판정

7209.15.0000,7209.16.1000,

과 대만산 강판 등 철강제품을 조달해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에서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철회

7209.16.9000,7209.17.1000,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과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

한다”면서

7209.17.9000,7209.18.9900,

일본 업체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매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1%로 재산정한 반덤핑률 초안을 발

7225.50.1000, 7225.50.9000 등이 해

체는 전망했다.[뉴시스 제공]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표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냉연코일

…

수입품으로

현대제철은

HS

품목은

된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최대 10.91% 산정

11.55%·포스코 0%⋙

부과

나머지

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무역위, 중국산 연신사 반덤핑관세
⋘제418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1.64%

없앤다.

12월

이후에도

⋘최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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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 관세청

 미국, 2017~18년 한국산 강벽사각
파이프 반덤핑 재산정 초안 발표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Heavy

Rectangular

Welded

하이스틸

9.90%,

Carbon

국제스틸

사진플레이트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미 ITC, 한국산 유정용 강관

(RMCD)은 올 10월 9일부터 2026년 10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에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

 미 ITC, 한국산 고흡수성수지(SAP)
신규 조사 개시

⋘오는 12월 30일 결과 발표 예정⋙

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최근 ‘미국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 국제

조사건에 대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

고흡수성수지(SAP) 생산자 임시 연합’이

무역위원회(ITC)가 한국과 러시아산 유

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

한국산 고흡수성수지에 대해 반덤핑 신

정용 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

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

규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

⋘지난 23일부로 수입 철강 112개 품목

Goods)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원회(ITC)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에 고율관세 적용 조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 예비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과 별도

멕시코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하

판정 결과를 ‘긍정(affirmative)’으로 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

로 ITC는 청원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는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

표했다“고 전했다. 미 ITC의 이번 판정

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상무부 조사 개시일부터 25일 안에 산업

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으로 미 상무부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을 중합(重合)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

피해 예비판정을 내리며 상무부가 조사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3

조사가 계속되고 오는 12월 30일 상계

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개시를 결정했더라도 산업피해 부정 판

일부로 수입 철강 112개 품목에 이 같은

관세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정이 날 경우 조사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관련 업계는 지난 10월 한국, 러시

편물 등의 의류는 물론 커튼,침구류 등에

바스프 등이 포함된 미 SAP 생산자 임

멕시코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아가 유정용 강관 생산자들에게 보조금

서도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시 연합은 한국산 고흡수성수지가 시장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을 제공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

로 이번 관세를 도입했다. 15% 관세 징

다며 상계관세 신규 청원서를 접수시켰

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면서

수는 내년 6월29일까지 일률적으로 유지

고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신규 조사를

장관은 조사개시일일 지난 1월 27일로부

28.6~49.4%의

개시한 바 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

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산업피해 예비 판정

월 8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한국·대만산

철강제품에

15% 수입관세 부과

11

12

엘지화학

등

3개

한국

덤핑마진율을

업체에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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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EU, 원자재 재활용 확대 위해

수입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폐기물 수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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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활용산업연합(ERIC)은 이미 재활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0~3000여 곳의

용을 거친 원자재는 폐기물 선적 규제에

안전경영 활동 우수기업이 무역보험 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

서 제외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수용되

별지원 혜택과 함께 공단의 안전보건 사

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등 자원 재활

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역내 재활용

후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

용 확대를 위해 EU의 ‘폐기물 선적규정’

업계의 국제 재활용 시장 접근을 보장해

무보는 이번 협약을 통한 공단과의 협력

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

을 개정, 폐기물의 역외 수출을 제한할

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제공]

을 자체 안전 경영 역량을 한층 높이는

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11월 8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유럽

이번 안내서는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2004년 대비 75% 증가한 3270만 톤의

▲수입신고서 작성, ▲제품별 수입신고 요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된 폐기물의 약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험·보증·컨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안전

령, ▲수입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의응답

절반이 폐기물 관리기준 및 기술이 미흡

설팅 종합 우대 패키지를 제공⋙

보건은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과 장기

등으로 구성했다.

한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중요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

에게 수출됐다.

단과 손잡고 안전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건 경

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

해외 진출 특별 지원에 나선다. 21일 무

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갈

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신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EU

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

고 닦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

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폐기물의 터키 수출이 급증해 터키도 올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안전경영 활동 우

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

해 관련 폐기물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현

수기업 수출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재 EU 전체 사용 원자재 가운데 폐기물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안전보건 활

홈페이지

재활용을 통한 공급은 12% 수준인데 이

동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시장

(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비중을 2030년까지 약 2배 확대해야 한

진출을 지원해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제

공지에서

다는 지적이다.

공키로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입식품정보마루

폐기물 선적규정 개정 시 업체는 수출이

이에 따라 무보는 공단이 추천하는 안전

따른 기업 영향 조사' 진행 결과 발표⋙

(impfood.mfds.go.kr)와 모바일 앱 등에서

허용된 ‘비유해 폐기물’을 OECD 회원국

경영 활동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

국내 수출기업들의 올해 원자재 구매 가

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험·보증·컨설팅 종합 우대 패키지를 제공

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 증가한 것

참고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입국은 폐기물 수입 허용을 명시적으로

한다. 무보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

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 수

통보해야 하며 적절한 방식의 폐기물 처

보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에 필요한

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수입관

입 전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② 통관(수

리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선적전 수출신용

세 인하 등 정부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에 대한 폐기물 수출 모니터링도 강화해

보증' 등에 최대 1.5배 한도우대와 보험·

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한국경제연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

필요할 경우 폐기물 수출금지가 가능토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 수출자

또 수출 전담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대 수

련 법령에 따라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검사

의 제3자 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

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실무, 회계 및 법

출 주력 업종 100곳을 대상으로 '원자재

를 받아야 한다.

다. EU 역내 폐기물 이동에 관한 모니터

률 등 수출관련 종합 컨설팅 이용가능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진

링, 소각 및 매립 목적 폐기물 선적 관련

대상을 기존 '수출실적 1000만 달러 미

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규칙 강화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만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

업종별 원자재 구매 가격 증가율은 철강

대해 수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

이 29.8%, 석유화학·제품 26.3%로 가장

다.

높았다. 이어 일반기계·선박 19.5%, 전기

이번

안내서는
확인할

(e-Book)으로

식약처
수

제작돼

있으며,

전자책

13

통계청에

따르면

계기로 활용하고,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2020년

EU는

조직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

 무보, 안전경영 우수기업

다.

해외진출 특별지원

"수출기업,

올해

원자재

구매가

18.6%↑…영업익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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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12.5%, 바이오헬스 11.6%, 자동차·

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이번 주 예정된 소매업체

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부품 10.5% 등 순이다. 원자재 구매 가

는 분석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뱅크

들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확고히 드

증(코로나19) 여파로 항만 인력과 장비가

격이 상승한 기업 중 83.5%는 전년 대

오브아메리카(BofA) 증권분석가들은 15

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체인 콜스와

부족해지면서 화물처리 능력이 물동량 증

비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평균

일(현지시간) 많은 의류·신발 생산업체들

메이시스, 대형 유통 체인 월마트와 타

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변동률은 마이너스(-) 5.9%다.

이 위치한 베트남 남부의 경제활동 재개

겟, 빅토리아 시크릿, 풋락커 등이 실적

전문가들은 이러한 적체 현상이 단기간

전년 대비 올해 원자재 구매 가격이 상

가 북쪽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제공]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승한 기업 중 34.1%는 제품가격 인상을

있다며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다.

통해 대응 중이다. 이들 기업의 평균 제

이들은 베트남의 회복세가 소매업자들

품가격 인상률은 13.8%다.

예상보다 점진적일 것이며 기업들은 경

또 원자재 외 원가절감(31.1%), 원자재

기 회복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

⋘항만노조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

이라며 "재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선구매 및 확보(15.9%), 대체 원자재 발

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지난 7~8월

지는 적체 현상이 지속될 것⋙

면 2023년 상반기가 지나야 적체 현상

굴(12.2%) 등 순이다. 대응없음(3.0%),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

미국 서부 항만의 물류적체 현상에 대응해

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옵션 등 파생상품 활용(1.1%), 공장 가

해 현지 공장들을 폐쇄조치했다. 이 지역

수출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체가 덜한 항

김호석 대표도 "최근 미국의 수입 물동

동 중단(0.4%)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응

에서의 운동화와 운동복 제조에 크게 의

구로 입항지를 변경하고 현지 재고 물량을

량 증가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

답 기업 중 76.1%는 원자재 가격 상승

존하고 있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같은 회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나는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온라인 쇼핑

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

사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코트라는 17일 미국 현지 한인 물류전문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 추세의 영

다봤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이후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

가 2명을 초청해 '미 서부 항만 물류적체

향이 크기 때문에 화물적체 현상이 쉽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해

만 백신 접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

전망 및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원자재 수급

저히

있다고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

전문가들은 롱비치항보다 적체가 심하지

처 확보(44.0%)와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BofA는 지적했다. BofA 연구원 모하메

테이너의 40%를 처리하는 미국 최대 항

않은 오클랜드항이나 시애틀항 또는 동

(3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드 파이즈 나구타는 "지난해 짧은 생산

구인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항에는 현

부 항만을 이용하거나 물류대란 장기화

또 폐자원 재활용 지원을 통한 원자재

중단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이

재 100여척의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고

에 대비해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라

확보(9.9%), 정부의 원자재 비축물량 방

번에는 정상화까지 6개월 이상, 더 오랜

앞바다에 대기 중이다.

고 조언했다.

출(8.2%) 등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입항 대기시간은 지난 8월 중

김 대표는 "오클랜드항의 물동량이 3개

경제정책실장은

원자재

그는 베트남 현지 공장의 운영규칙이 엄

순 약 6일에서 최근 13일까지 늘어났고, 한

월째 감소하고 있어 평소보다 여유가 있

수입관세를 인하해 생산자 물가 안정화

격하고 매우 복잡해서 직원들의 업무 복

달 넘게 대기하는 선박들도 목격되고 있다.

다"며 "부산항에서 오클랜드항을 오가는

및 소비자 물가로의 전이를 막고, 장기적

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구타

항구에서 화물처리가 지연되면서 터미널

화물선이 주 9회 운항하고 있으므로 충

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

연구원은 "아시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에 컨테이너도 쌓여가는 실정이다.

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적인 원자재 수급처를 확보할 필요가

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 등

김호석 부산항만공사 미주 대표는 "LA항

노 부회장은 "미국 내 물류창고를 활용

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제공]

생산 활동의 빠른 재개에 대한 기대를

과 롱비치항을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도

해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미국으

짓누를 수 있는 몇가지 역풍이 예상된다

심각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

로의 생산기지 이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

"고 했다. 푸마의 경우 이미 베트남을 중

상 3∼4단 정도로 쌓여있던 컨테이너들

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심으로 발생한 공급망 대란에 내년까지

이 지금은 5∼6단으로 쌓여있고, 컨테이

⋘"정상화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제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너 야드도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장기화된 공장 폐쇄가 장기화

한 바 있다. 아디다스는 지난주 아웃소싱

이처럼 항만의 물류 적체가 심각한 것은

됨에 따라 내년까지 의류 및 신발 소매

차질로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며 물동량이 급증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공장폐쇄 장기화, 의류·신발
업계 영향 심각

15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노상일 미주 한인물류협회(KALA) 부회
장은 "서부 항만노조의 계약이 만료되는

 미 서부항만 물류적체 심각…

내년 6월까지는 적체 현상이 지속될 것"

입항지 바꾸고 재고 늘려야"

 태평양 컨테이너 운임,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지난주 26%↓
⋘"해상운송 수요 완화 시사"…미 항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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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 해소에는 몇 달 걸릴 듯⋙

대해 태평양 노선에 투입했던 소형 화물

라산코우에서도 컨테이너 3천대 이상 정

임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면 "컨테이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미국의 연말 쇼핑

선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이들 선박이

체 중이다.

너 수급 상황 및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시즌 수요가 겹치며 급등했던 태평양 횡

소규모 해상 무역 경로로 다시 철수할

기존 대기기간은 최대 10일이었으나, 현

않고 있어 TCR을 통한 화물 운송 수요

단 컨테이너선 운임이 일주일 새 26%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는 45일에서 50일 정도 대기가 필요해

가 항공 수요로 전이되고 있어 항공화물

하락해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한국출발 기준 30~40일이면 알마티에 도

운임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

항만 앞바다에는 여전히 80여 척 화물선

착했던 화물이 70~80일 소요되고 있다.

인천-알마티 구간 화물기는 현재 운영하

일(현지시간) 화물운송 가격 서비스 업체

이 떠 있고 짐을 내리기 위해 최소 2주

운임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

지 않고 있으며, 펜데믹으로 인해 현재

프레이토스가 집계하는 해상 운임 지수

이상 입항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

2분기까지 약 4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스타나항공

(FBX)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고 있다.

운임(연운항 루트 기준)이 금년 들어 3천

도 감편하거나 작은 항공기종으로 변경

FBX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 서

WSJ은 미국 서부 항만 병목 현상이 해

달러 이상 인상되어 현재 부산(인천) 출

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운 시황 악화로

부 해안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운임은

소되려면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 것이

발 알마티 도착 기준, 약 7,500달러에서

컨테이너 운송 지연에 따라 긴급 항공화

지난주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라며 "선박회사 임원들은 빨라야 내년 2

8,000달러가 되었다. 중국정부 SOC 컨

물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발 항공운임이

당 1만3천295달러를 기록했다.

월에 항만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

테이너 보조금 축소, 선사 측의 COC 컨

급등함에 따라 인천 T/S 화물이 증가하

이는 4천200달러였던 올해 초와 비교하

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제공]

테이너 공급 중단, 중국 철도청의 COC

고 있다.

컨테이너 공급 중단 및 웨건 부족 등으

유라시아 철도 운송 업에서는 이같은 지

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지난주 컨테이너선 운임은 그 전

 중국횡단철도 컨테이너 · 왜건 부족

로 컨테이너 수요가 폭증한 것이 큰 요

연현상 및 운임 고공행진이 컨테이너 문

주와 비교해 26% 빠지며 2년 만에 가장

심화...운송 지연현상 지속. 운임도 급상승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도 풀

크게 하락했다.

⋘중국 철도부 발차 제한으로 중앙아시

신정수 법인장은 "현재 최대치의 운임

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레이토스 리서치 책임자 유다 러빈은

아권 물류 지연 사태 지속⋙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내년도 올해의 운

화주들이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지체로 해운 시장이 몸살을 겪고

더 얹어줘야 했던 프리미엄도 지난 6월

있는 가운데 중국횡단철도(TCR)도 중앙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아시아권의 물류 지연 현상이 계속 악화

WSJ은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선 운송비

되고 있다.

가 4분의 1 이상 하락한 것은 마침내 해

최근 하루 최대 환적량 대비 운송량 증

상 운송 수요가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가로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의 환적이 지

 '메가 FTA' RCEP 내년 1월 1일 출

주어지며,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다"고 진단했다.

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왜건 부족 현상

범… 한국도 1월 중 발효 기대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FTA 효과를 누릴 수

해상 운임 하락은 전통적인 성수기 종료

으로 컨테이너 적체가 심화되는 등 발차

⋘한-아세안 FTA보다 일부 품목 관세혜택

있게 됐다.

와도 맞물려 있다. 연말 쇼핑 시즌을 겨

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노선 정상화를

크고 일본과도 FTA 체결 효과⋙

하지만 RCEP에 참여한 많은 시장에서 일본

냥한 미국 유통업체들의 대아시아 수입

위한 발차 및 왜건 배정 조절 때문에 중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

제품과의 경쟁 격화 등 기존에 FTA를 통해

품 수요도 완화하는 조짐이다.

국 철도부가 발차를 제한하고 있어 중앙

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발효

누렸던 상대적 특혜는 줄어들게 됐다. 외

미국 9월 도매 재고는 작년 동월과 비교

아시아권 물류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가 공식 확정된 가운데 한국도 내년 1월

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11월 2일

해 13% 증가했는데, 아마존과 월마트,

이에 따라 11월 중순 현재 칭다오항에서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자유무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홈디포 등 유통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

철송 선적 대기중인 컨테이너가 2천대에

협정을 통한 혜택이 기대된다. RCEP 발효

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

대란에 대비해 미리 제품을 확보한 것으

달하고 있으며 롄윈깡항에서는 컨테이너

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3천대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

FTA를 맺고 있으나, 자동차부품 등 일부

달성됐다.

해상 운송업체들은 미국 유통업체가 임

국-카자흐스탄 국경지대인 우루무치-알

품목의 경우 RCEP에서 더 큰 관세혜택이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17

FT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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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

만명으로, 규모로만 보면 신북미자유협정

FTA에 맞는 원산지 증빙을 갖춰야 하는

국가에 수출할 때는 원산지 증명 등에서

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등 준수해야 할 규칙이 많아 중소기업

문제가 없겠는가. 특히 미·중 무역분쟁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

자협정(CPTPP·인구 5억1천만명)의 4배에

입장에서는 FTA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

발생 시 RCEP 규정 때문에 한국 제품의

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천

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RCEP 체제에

대미 수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라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

억달러, 무역 규모는 5조4천억달러로 이

서는 단일 규정에 맞추면 돼 효율성이

고 질문했다.

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

역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나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우리나라가 RCEP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모두 각국의 의회

라의 무역 영토가 대폭 확장되는 효과가

그는 RCEP 발효가 관세뿐 아니라 무역

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

비준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RCEP 수

흐름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된다. RCEP 비준 동

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고, 가치사슬이 강화돼 투자 유치면에서

"RCEP

의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

차지한다. 또 RCEP 발효 시 우리나라는 일

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

RCEP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가 진행 중이며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

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다.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비준 절차가 완

[한국무역신문 제공]

(AFFA) 명예 사무총장은 "RCEP가 역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

무역을 바꿀 것"이라며 "상품교역에서는

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적어도 92%의 관세 인하가, 서비스 부문

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에서는 적어도 65%가 완전 개방될 것"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

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 아세안

 "RCEP 발효 후 한국 물류업계는"…

사무국 기탁 -> 60일 후 발효 절차를 감안
하면, 국내 비준이 11월 중 마무리된다면

포럼서 기대·우려 교차

스탠리

림

아세안운송주선인연합

분쟁시

참여하는

비(非)

이라고 전망했다.

드)

온다.

효하면 역내 물류가 증가하고 원산지 증

토론자로 나선 김승현 포맨 해운항공 이

FTA'다. 이미 비준을 마친 중국과 일본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

빙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미·중 무

사는 "RCEP 발효 후 역내 허브 국가로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 협정이

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

역분쟁 발생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16

물류로 몰리면 오히려 한국 물류 기업의

발효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제출된 비

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1 글로벌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준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외에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코리아 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한국해양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사는 또 "회원국

발효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수산개발원이 주관해 열린 '한-아세안

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등 RCEP 밖의

효가 가능하다.[연합뉴스 제공]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

물류 싱크&비즈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

RCEP에 대해 전문가와 물류 산업 종사

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관세사인 정재환 박사는 'RCEP를 통한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한-아세안 물류산업 상생전략' 주제 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

표에서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

30%를

로 없애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

(FTA)인 RCEP이 발효하면 기존 양자

94.5%까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부

자유무역협정

15개국이

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

거대

총

제3국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

포괄하는

등

국가와

'메가

수출입 관련 Q&A (132)

【 수입 과세가격 】
î 재수입 운임 과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동지역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는데, 통

 「관세법」 제99조(재수입 면세)에 따라

FTA들이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관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수개월 내 재수입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해외에서

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물류 거점 활용이나 비용면에서 이익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왕복운임을 과세가격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

전망된다. RCEP가 15개국에서 모두 발효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 합산해야 하는지, 한국으로 재수입될 때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

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

정 박사는 가령 베트남 원자재를 이용해

운임만 과세가격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

품에 대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합니다.

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호주로 수출할

니다. 또한 가공·수리를 거친 자동차를 수출

‣ 재수입 면세 대상인 경우, 운임에 대해서

2019년 기준으로 15개국의 인구는 22억6천

경우 기존 양자 FTA 체계에서는 각각의

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은 어떤 운임을 포함

도 관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며, 해외 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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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

‣ 한편 동 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의

‣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

의 금액만큼은 면세대상이나, 임가공비(수리

정) 제3항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중고 수입물품의 과

비) 및 운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 감면은 제시된 자료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

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 등의

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실제 해당 물품에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 이때 물품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

대한 감세 여부를 판단하는 통관지 세관 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중량

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입통관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

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1항에서

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

하여 산출한 가격

는 “영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

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쇼핑몰인

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으면 실제항공운임을

산출한 가격

AMAZON에서 구매 금액별 할인행사를 진행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

적용합니다.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하길래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위 각호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라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

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할인 전 금액으로 해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
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
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
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
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
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
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
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
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
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
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
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
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
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중에 사용
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
만원 이하인 물품
10. ~11. <생략>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해당

을 공제한 가격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기초 설비품 및 기계

î 해외 직구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카드社가

미국

온라인

야 하는지 할인 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궁
금합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할인가격은
공개된 가격으로 특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가격이 아니라 누구나 인터넷상의 공개된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거래 가
격인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
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으로 할인 후 가격을 과세가격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마일리지, 적립금 등에 의한 할인 등
특별할인은 일반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할인 전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해외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운
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도 인정
되지 않아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됩니다.

î 운임의 과세가격 산정
 대체품, 샘플 등을 DAT (Delivered At
Terminal)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유상 수입 시 같은 조건과 같
은 가격이라면 항공운송 운임 특례에 나와 있
는 선편운임으로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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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자산

î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에 기

 중국에서 중고 설비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

중국 Local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격을 책

률표 중 정률법(定率法)에 의한 상각률에 따

정했는데, 국내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의뢰해

르며, 건설장비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평가가액을 받아야 하나요?

의 기준에 따릅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 만약 두 당사자 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하는 금액(양 당사자 간의 계약서)이 있고,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또는 제5항(거래가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

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우선적

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으로 제1방법(「관세법」 제30조 : 실제지급

으로 결정합니다.

금액 +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 - 공제금

‣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는 물품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

‣ 한편 해외감정가격은 수입자가 제출할 수

항 각 호(거래가격 배제요건)의 어느 하나에

있지만,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해당돼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있으므로 사전에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

는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랍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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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위원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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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경보장치(TPMS)ㆍABSㆍ서스펜션ㆍ전동파

성한 것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워

스티어링

ㅇ 세부 사양 ; Diagonal Size : 1.8 inch

시스템ㆍ엔진ㆍ충전ㆍ문열림

(rock) 경고등, 차체자세 제어장치 작동ㆍ전

-Resolution:

480(RGB)

x

240,

-Active

자식 주행안정시스템 Offㆍ예열표시 등과 같

area: 41.04 x 20.52 (mm), -Pixel pitch:

▣ 품명 : LED Solar Ashtray

각 인클로저에 콘스피커 4개)

은 다양한 상태 정보를 표시함

0.0855 x 0.0855 (mm), -Color Depth: 262K

물품설명: 차량용 컵홀더에 거치할 수 있도

3) SOUND BAR ; HW-M360/KR ; AV RECEIVER

ㅇ 구성 요소별 기능 ; TFT-LCD : 차량 운행

-Frame Rate: 60Hz, -Pixel configuration: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표시창

R,G,BVertical stripe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록 제작된 사각기둥 형상(70㎜×110㎜)의 플

① 서브우퍼(179x353x299.5mm, 인클로저 1

라스틱제 재떨이로 상부버튼을 누르면 뚜껑

개/콘스피커 1개 장착)

- Drive IC : LCD 패널 전원을 On/Off 해주

이 열리고 내부에 조명이 켜짐

② 사운드바(907.5x53.5x70.5mm, 인클로저 1

는 Gate IC(2개)와 LCD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용도 : 차량용 재떨이(태양열 전지 내장)

개/콘스피커 2개 장착)

전송해 주는 Source IC(8개)로 구성 - Main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 사운드 바 내부에는 USB에 저장된 음성 파일(MP3

PCB : 차량 중앙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등)을 직접 재생할 수 있는 재생장치가 내장되어 있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LCD에 전송할 수 있도

물품설명: 차량의 공조기(air conditioner)

음

록 핀맵 및 회로가 집적되어 있음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작동상태와 관련

※ 단, 주행속도 및 엔진회전속도 등의 계측 및

된 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

연산 수행 기능은 미포함

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

- LED Backlight : LCD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가시성을 높여주는 LED 광원

-LCD를 구동하기 위한 Driver IC나 인쇄회로

- Cover Glass : LCD 보호 역할 및 Cover

기판(PCB),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Glass 상단ㆍ좌우에 각종 경고등 등을 표시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실내온도·설정온

하는 아이콘이 BM(Black Matrix) 인쇄되어

도·풍향·풍량 등의 정보표시가 아이콘으로 식

있음

각되어 있음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품목번호 : 제8531.20-1000호

▣ 품명 : 1.8″ HUD LCD

▣ 품명 : TFT LCD MODULE ; 3141-00021

물품설명: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물품설명: 차량용 라디오 수신기(car radio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

receivers)에 장착되어 라디오 작동(주파수

는 1.8인치 TFT-LCD 모듈로,구동(Driver) IC

채널·재생중인 매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표시하는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

- 차량의 주행속도나 제한속도, 주행방향 등

듈로, 편광판과 구동(Driver) IC, 인쇄회로

의 정보 등이 LCD 패널부분에 영상으로 표시

기판(FPCB)이 결합되어 있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 TFT-LCD Panel: 차량

-LCD 패널 부분에는 블루투스 무선연결 상

의 상태나 주행 정보를 Display, TFT(Thin

태, 안테나 감도, 배터리 잔량, 교통 방송,

Film Transistor), 액정(Liquid Crystal),

대체 가능 라디오 주파수 탐색(AF, Alternat

CF(Color Filter)로 구성됨

-ive Frequencies List) 등의 정보표시가 아

-DRIVER IC : LCD timing control driver,

이콘으로 식각되어 있음

LCD Panel 구동을 위한 IC로서 전기적으로

* 표시 방식 : LCD에 123×36개의 dot와 식각된 6

상 재생 가능,

구동신호나 데이터를 LCD Panel에 제공하여

개의 icon이 있고, Driver IC가 SEG 단자(123개)

개/콘스피커 1개 장착)

-(Cover Glass BM 아이콘 부분) 차량의 에어

특정문자, 영상, 이미지 등을 출력함

② 사운드바(1100x59x100mm, 인클로저 2개/

백ㆍ브레이크ㆍ안전벨트 미착용ㆍ타이어공기

-FPCB : 연성 절연기판 위에 전기회로를 형

▣ 품명 : ① SOUND BAR ; HW-J6001R/KR ;

ㅇ 기능 및 특징 ; 가정 등에서 영화 등을
볼 때 TV 등에 내장된 스피커로 얻을 수 없
는 고출력, 다양한 입체 음향효과를 느끼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 TV 하단과 같은 좁
은 공간에 “―”자로 설치가 가능하여 기존
홈씨어터(home theater) 스피커의 공간적인
제약을 보완하고자 개발됨

AV RECEIVER ② SOUND BAR ; HW-N650/KR ;
AV RECEIVER ③ SOUND BAR ; HW-M360/KR ;
AV RECEIVER
물품설명: TV나 DVD 플레이어, 스마트폰 등
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변환·증폭하는 시스템으로, 지제 박스에 사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운드 바(sound bar)와 서브우퍼(subwoofers)
가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 (사운드 바) TV 등과는 무선(블루투스) 또

품명

:

TFT-LCD

Module

for

Motor

Vehicle cluster; LAM123G322A ; 12.3 inch,

는 유선(HDMI)으로 연결되어 기기에서 출력

diagonal screen, 2400(H) × (WRGB) ×

되는 전기펄스를 음파로 변환하여 증폭하며,

900(V), Active matrix TFT LCD Module

하나의 케이스(“-” 형태)에 2개 이상의 스

물품설명: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결합되

피커가 결합되어 있음

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2.3인치 TFT-LCD

- (서브우퍼) 사운드 바에서는 재생하기 어

모듈로, Cover Glass와 구동(Driver) IC, 백

려운 초저음 주파수(100Hz 이하)를 출력하기

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등이 부착되어

위해 사용되는 보조 스피커(음성 재생기능은

있음

없음)

표시 정보 및 방식 ; (LCD Module 부분) 운

1) SOUND BAR ; HW-J6001R/KR ; AV RECEIVER

행 속도, 엔진 회전속도(RPM 게이지), 주행

① 서브우퍼(452x335x154mm, 인클로저 1개/

ㆍ기어상태(P/D/N/R),

콘스피커 1개 장착)

차브레이크

② 사운드바(1078x47.5x129mm, 인클로저 2개

안전벨트착용유무,주

On/Off,연료량,외부온도,시간표

시,앞차와의 거리표시,차량접근 경고 ※ 신청

/각인클로저에 콘스피커 3개 장착)

물품이 장착되는 Cluster(계기판)의 어플리케이션

2) SOUND BAR ; HW-N650/KR ; AV RECEIVER

에 따라 카메라 촬영 영상, 네비게이션 등의 동영

① 서브우퍼(215x 384.5x304mm, 인클로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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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gment LCD ; A2C01571400 ;
GWPV12382

및 COM 단자(32개)를 통해 특정 위치의 dot와
icon을 ON/OFF 하여 정보를 표시함

품목번호 : 제8531.20-1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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