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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해 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산세를 면제받

개정법령 & 입법예고

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

❝

2022 우리 무역 달라지는 점은 ❞

⋘FTA 활용 편의성 개선… 외항선용품·방산 수출 지원 확대 등⋙

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더 넓어진다
정부는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에 따른 수출 선복량 부족으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

올해는 수출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정부가

적체가 장기화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해 수출화주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는 FTA 원산지증명 관련 제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

도적 간소화가 여럿 이뤄지게 된다.

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수출화물 보관 한도는 9550TEU였

● 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증명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
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
청을 할 때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원
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는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다. 이를 오는 2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수출화물 보관
이 가능한 장치장을 확충해 1만2050TEU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6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개장해 부산항의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약 10% 이상 높
일 계획이다.
● 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물품 1년간 면세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5년간 거래명세 보관의무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이 해당한다.

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에 대해 5년간 거래명세 보관·제출의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무가 신설된다.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

정부는 올해부터 FTA 체결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
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
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해외직구 반품 200만 원 이하면 사후 확인으로 환급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https://www.cust

수입한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로 처리되는데, 이때 관세 환

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급 대상이 확대된다.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중국

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단, 해당 물품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여야 한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

다. 이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기

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에는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수정 시 면세 대상 확대
FTA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

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벌금

산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

올해부터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부 합리화된다. 우선 통관질서 관련

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

의무 일부가 완화됐다. 일시 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 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

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신설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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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과된다. 이들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되는 내용이다.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

2022년부터 외화를 받고 외항 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산업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다.

통상자원부 소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선용품은 선박 등

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

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

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수출실적 인정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하므로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하였다.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다.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실적 확인과 증명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였다. 연 기준으로 보면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9.125%에서 8.030%로 완화되는 것이다.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원양어선 발전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납부 및 환급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와 어구, 조상기, 오타보
드 등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
나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은 이후 수출입통관절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구체화
「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사사항을 덤핑방지조치·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차나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선박에 적재해 사용·소비가 가능해진다.

실적 등으로 정하였다.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
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3년간 최대 100억

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원 규모였던 지원 한도가 5년간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평가항목에 수출실적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종전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창출 우대 및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다.

방사청은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화·다변화·현지화

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

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큰 과제 선정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

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고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강화를 위해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도 마련했다. 개선내용은 2022년 신규 지원과제

추가하였다.

선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빠르면 2월초 시행 예정⋙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하였다.
아.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관련 절차 명확화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 외 그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허가기간 연장 및 작업장소

기획재정부는 1월7일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변경, 작업완료 보고)까지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국무회의를 거처 빠르면 2월 초부터

자.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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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을 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변경하였다.

이에 올해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

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ㆍ갱신ㆍ취소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출입 안전관
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다.
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 품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
고할 수도 있다.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를 사전통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

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

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수

하였다.

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조정

보관해야 한다.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

「관세법」 제3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였다.
❖ 자세한 내용 및 문의:

www.moef.go.kr. > 법령>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

❝양파·김치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 유통 우려가 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
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

등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 농식품부로 이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4개 신고품목 수입·유통업자,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내역 신고해야⋙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관세청에서 관리하던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
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 관
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
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됐으나,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5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
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이다.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6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
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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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활용 전략 : 원재료 누적 활용에

앞으로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행정제재 처분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표한 가운데,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

기존 통관절차상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

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

시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

상 혜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하였다.

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 또한 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우리나

화, 자율평가결과 미보고 등 총 4가지

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

개정안에 제시한 혜택정지 사유로는 △

출하기가 용이해졌다.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세번째 활용 전략 :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지급방법·절차는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
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식약처 누리집 ;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

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하는 한

활용 전략 안내

편,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

⋘관세청 지난 1월 18일 수출전략 설명

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월 18일 ‘역내포괄적경

전략을 소개했다.

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

⋘첫 번째 활용 전략 : 완화된 품목별 원산

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

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관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세법이 아닌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해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통고처분·관세법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

등)에 따라 통고처분·수출입관련 법령

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분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

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

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도록 통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경우 등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

이와 관련, AEO업체 자율평가 결과보고

가 있다.

절차가 새롭게 규정돼, 매년 자율평가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공개할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

예정이다.

율평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

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

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

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

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

입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을

반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통해 참석했다.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

 AEO업체, 행정처분시 감면 혜택받는다

AEO 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기존 통관절차상 혜택 이어 관세행정상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관리책임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
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7

또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반드

혜택 추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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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수해야 한다. [ 한국세정신문제공]

 188억 상당 인도산 귀금속 국산 둔
갑…원산지 표시 위반 35개 업체 적발
⋘서울세관, 작년 단속 결과 343억원 상
당 위반행위 적발…전년比 41%↑⋙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개 업체 과
징금 부과·3개 업체 공정위 이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의뢰했다. 이 같은 국제간접검증은 요청일

축기계, 크레인 운송설비, 제지장비, 전

원),

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력전기장비, 식품가공 및 포장장비, 농

폴란드(2억원) 순이었다.

탈리아는 기한내에 서류를 회신하지 않았

업기계, 인쇄기계, 방직기계, 선박 셀레

서울세관은 원산지 중대 위반행위(허위

다. 이에 해당 관세청은 A법인에 협정관세

늄, X-레이 튜브 등이다. 수출허가증 관

표시, 손상변경)로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신 일반관세율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

리 목록은 43종으로 2021년 대비 ODSs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5개 업체에

세를 부과했다.

(오존층 파괴물질)와 갈륨, 레늄, 나오

대해 총 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시 이탈리아가 코

붐 등 화학물질의 HS 코드를 더욱 세분화했

다.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로나19 확산으로 전국봉쇄, 이동제한 등의

다. 또한 희토류 품목 중 스칸듐(HS 코드

3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세

2805.3018.00)과 산화루테튬(2846.9018.00)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부는 "(회신

2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지연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 중 43종 품목은

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상

각각 살아 있는 소, 살아 있는 돼지, 살

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

아 있는 닭, 정제유, 알루미늄, 인광석,

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검증 결과

마그네슘 가루, 희토류, 주석 및 그 제

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품, 텅스텐, 몰리브덴 및 그 제품, 안티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 관세 등

몬 및 그 제품, 코크스, 정제유, 파라

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핀, 황산다이나트륨, 탄화실리콘, 구연

[연합뉴스 제공]

산, 은, 백금, 인듐, 오존층 파괴물질, 오토

베트남(51억원), 미국(10억원),

서울세관은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

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

속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

과, 35개 업체, 343억원 상당의 위반행

활밀접 물품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

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는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해 중점적으
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다.[ 한국세정신문제공]

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 실적이
41% 증가했다

 "'코로나 봉쇄'로 서류 지연…관세

서울세관은 지난 한해 할로윈데이 특수

부과 때 예외 인정해야"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

⋘조세심판원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지연

춰 전략적으로 3월, 9월, 10월에 국민안

예외 인정 판결⋙

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바이 섀시 등이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중국, ‘2022년 수출입 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 시행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조세심판원 "이탈리아 통제불가능했던 상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

황…수입업체에 FTA 협정관세율 적용해야"

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로 관련 서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상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제출이 지연됐더라도 관세 부과시 이런 상

무부가 ‘중국대외무역법’, ‘화물수출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

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입관리조례’,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

를 적발했다.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

조례’,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법 화

용을 포함한 2021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

물 수입 허가증 관리방법’ 등에 따라

례를 20일 공개했다.

‘2022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 및

이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A법인은 이탈리아

‘2022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

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가 발급

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한국-EU 자

고 전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77%(26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표시 11%(38억원), 표

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
억원), 허위표시 2%(5억원)순이었다.
인도산

귀금속(188억원)을

02월

억원)이 많았으며, 원산지는 중국(92억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2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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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제외하고는

적용받았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적발물품은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

신고서만으로는 FTA 협정과세 적용 물품인

원), 전동킥보드(27억원), 전기기기(23

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에 검증을
9

 2022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은 총 14종, 수출

무역 법규는

허가증 관리 목록은 43종⋙

⋘무역협회 북경지부, 외투·RCEP·식품·화
장품·지재권 등 법령정보 안내⋙
올해부터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외국
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가 약간 더 줄어
들고 대규모 관세협정이 발효되면서 중
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아질 전망
이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화장품에 대
한 등록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수
출기업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월 12일 중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은 총 14종으로 지

국

난해 발표한 품목과 동일하다. 오존층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

소모물질, 화공장비, 금속야금장비, 건

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 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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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전을 관리할 품질 안전관리자 지정, 신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용 화장품 라

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

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

벨에는 ‘식품’, ‘식용 가능’의 단어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품, 제비집과 제비집을 원료로 활용한

무화, 화장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

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

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화장품 생산허

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가 및 허가의 변경·연장은 신규 관리방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

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작년 33

신선ㆍ탈수 채소 및 건두(乾豆), 조미

법에 따라 집행하며, 기존의 화장품 생

장품·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乾果), 로스팅

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기업 개수 2

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

아동용 화장품과 아이 메이크업용 화장

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

개사의 제한이 폐지됐고 라디오·TV 방

이용 식품(特殊膳食食品), 건강식품 등

품은 생산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항

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

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계

의 경외생산기업에도 소재국의 주관 당

목에 특별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이

도록 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

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자유무

국에서 해관총서에 추천등록을 하도록

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

라고 말했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역시험구에서도 네거티브리스트 목록이 작

했다.

까지 신규 생산허가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년 30건에서 올해 27건으로 축소됐다.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중국시장에 식품

화장품 제조기업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

을 수출할 때에는 식품 겉포장과 속포장

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내

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 주관 당국

용물 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 2022년 2월 17까지 시행일 적용 유예 ⋙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

에서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1일 이전까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이 우

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유효기간은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매번 생산설비

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

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연기

의 샘플을 보관 및 기록해야 하며, 경외

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

신청은 기존의 등록기한 만료 1년 전부

수입한 샘플 및 기록은 경내책임자 책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표됐다.

터 등기기한 만료 3~6개월 전으로 변경

하에 보관해야 한다. 샘플 보관은 원래의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 1

됐다. 연기조건에 부합될 경우 유효기간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품질 검험

지 연기됐다.

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을 5년 연장받을 수 있다.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송한 화물이라도 2022년 6월 30일 이

또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

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

2022년 5월 1일부터 아동용 화장품 등록

되지

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

을 신청하거나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

면서 “또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

됐으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

시 규정의 라벨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하

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를 첨부하거나 최초 수출 시 검사 보고

고, 그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했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

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전히 별도 명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라벨을 갱

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신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

정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포장에 국

한편,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

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

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아동용 화

리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

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장품표식을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

사목록에

경외(국경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 안

의 보호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포함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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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
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EU측은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
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
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
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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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

5605만7000달러로 전년(4억905만 달러)보

타운포유는 “지난해 2146억 원의 매출을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

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

다 109.3% 늘었다.

이는 2019년의 1억

기록했는데 이중 90%가 해외 K팝 팬들이

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전 수입신고는

9338억5000만 달러의 약 4.5배에 달하는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

수치이며 10년 전인 2012년 1076만8000달

2016년도 매출(134억 원)의 약 17배에 달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러에 비해 78배나 늘어난 것이다. 형태별

하는 것이다.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

제도이고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2019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해 해외 150여

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형태 수출(87.3%, 이하 비중)’은 지난해

개 나라의 고객이 한국의 화장품을 구매할

EU 규정이 1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

5623억4500만7000달러로 전년보다 25.5%

수 있는 CJ올리브영 글로벌몰은 2021년 하

그 전에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물량의

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반기 매출이 설립 첫 해와 비교해 약 20배

통관이 불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5.7%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가 늘어났고 멤버십 회원도 30만 명을 넘

대한 적용 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두 번째로 많은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어섰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 대표부 등

(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위한 원자재 수출(6.3%)’은 405억9892만

은 K팝 등 문화콘텐츠와 화장품 등 소비재

협력 채널과 함께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

5000달러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이어

는 물론 신선농산물까지 전 방위로 확산되

을 전개하고 EU와 지속적인 수출 협의를

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국내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

고 있다.

진행했다.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

탁 받아 가공 후 수출(2.9%)’은 185억

로벌 B2C 서비스를 처음 선보이며 갓 수확

다만 유럽으로 2022년 1월 6일 이후 선

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

7788만 달러로 전년보다 60.0%, ‘기타 수

한 제주감귤을 싱가포르에 판매했는데 이

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

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출 승인 면제 물품(1.4%)’은 90억169만

기간 제주감귤의 역직구 판매량은 평소보

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7000달러로 23.3%,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다 5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현지 반응에

를 첨부해야 한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후 원상태로 수출(0.7%)’은 43억8117만

힘입어 큐텐은 지난해 제주감귤, 한라봉,

달러로 14.3% 늘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단감을 시작으로 올해는 신안 곱창김, 인

수출은 2년 연속 100% 이상 증가(2020년

제 용대리 황태, 성주 참외, 복숭아 등을

111.5%, 2021년 109.3%)했는데, 이는 코로

수출 품목에 추가했다.

나19로 인한 이른바 ‘집콕’ 효과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에 뛰어드는 기업

소비자들의 ‘역직구’가 크게 늘어난 때

(또는 개인)들도 늘고 있다. 쇼피코리아는

문으로 분석된다.

쇼피에 입점한 한국 셀러가 매년 4, 5배씩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e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재현 관

커머스 플랫폼을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하

세청장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대표이사

는 역직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수입신고 제도’ 안내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

⋘ 사전신고‧조건부 검사 제도 등 동영상

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제작‧배포⋙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수입·판

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
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

큐텐은 작년 12월 신선식품 글

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

 ‘전자상거래 수출’ 10년 새 78배 늘었다

있다.

국내 25개 브랜드의 운영을 맡고

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온라

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지난해 8억5606만 달러로 2년 연속

있는 e-커머스 기업 네모파트너즈EP는 최

인 면세 역직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

근 지난해 동남아 최대 e-커머스 플랫폼

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100% 이상 성장⋙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

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

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형태

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별 수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대해 소개합니다.

나라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은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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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Lazada)와 쇼피(Shopee)가 개최하
는 십일절(11월 11일)과 더블데이(12월 12
일) 행사에 참가해

 즉석조리식품 수출 급증… 즉석밥·

전년대비 238%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떡볶이 세계인이 즐긴다

또 글로벌 K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팝 팬덤 커뮤니티 쇼핑몰을 운영하는 케이

'2021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발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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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즉석조리

 중국, 과염소산칼륨 수출 규제…

식품 수출이 4년 사이 4배 이상 커졌다.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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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PE)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도네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아 정부는 석탄과 달리 팜유 업자들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급
등한 식용유 가격을 낮추고 '내수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상

내수 공급 최소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

사(aT)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가공식품

무부가 ’화학품 및 관련 장비 수출통제

다.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 무역부

을 우선하기 위해서다. 식용유 가격 상

세분시장 보고서'에서 즉석조리식품 시

관리방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과

대외무역국장은 "팜유 업자는 수출량이

승은 지난해 팜유 국제가격 상승과 맞물

장이 편의점 확대와 품질개선, 간편식

염소산칼륨 수출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얼마인지, 국내 유통량이 얼마인지 스스

려 빚어졌다. 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톤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

조리기구인 에어프라이어 보급 증가 등

반드시 상무부 등록을 거쳐 ’이중용도

로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거짓으로 밝

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증‘을 취득한

히는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에 나설 것

러가 넘는 등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팜

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가 더해

후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라고 말했다.

유는 팜 나무의 열매를 쪄서 압축 채유

과염소산칼륨은 무기 화합물로 주로 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사업을 하는 코린

해 만든 식물성 유지다. 팜유는 식용유,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즉석조리식품

약, 의료용 해열제, 이뇨제, 시약, 산화

도, LX인터내셔설, 포스코 대우 등은 생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

수출액은 3493만 달러로 전년(2585만 달

제 등에 활용되며 중국 HS 코드는 2829

산물량을 거의 전량 현지 내수업체에 공

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 들어

러) 대비 35.1% 증가했다. 2016년(826만

9000 20이다.[한국무역신문 제공]

급하는 만큼 이번 규제의 영향은 받지

간다.

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323.1% 증가한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에 현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생산업체들이 현지

셈이다. 수출물량도 1만3563t으로 전년

지에 진출한 한국 관련업체들에는 직접

팜유 농가와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지 않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고, 국제가격으로 구매하면서 인도네시

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전에는

아 내 식용유 가격이 지난달 리터당 2만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직접 수출도 했지

루피아(1천676원) 이상으로 올랐다. 작

만, 가격 변동성 등으로 지금은 95% 이

년 초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은 리터

상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에 공급하고 있

당 1만4천 루피아(1천166원)여서 40% 이

고, 다른 한국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상 오른 셈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나시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말했다.

고랭(볶음밥), 미고랭(볶음면) 등 볶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식용유를

나 튀긴 음식을 선호해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71원)에 판매

민심과 직결된다.

하는 보조금 제도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국제 석

갔다. 당국은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

탄 가격이 치솟아 석탄업자들이 내수 공

해 6개월 동안 식용유 15억 리터에 7조5

급의무(생산량의 25%)를 어기고 수출해

천억 루피아(6천247억원)의 보조금을 투

집중, 발전소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

입해 가격을 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

게 되자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

171원)에 맞추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

는 초강경 수를 뒀다.' 천연자원 부국인

부는 팜유 수출 부담금 재원을 식용유

인도네시아는 연초부터 잇단 석탄, 팜유

가격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인도

수출 제한으로 국제 사회에 존재감을 과

지면서 성장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1만1298만t)

대비

20.0%,

 인도네시아, 이번엔 팜유 수출도

2016년

규제…허가제로 통제 강화

(2764t) 대비 390.7% 늘었다. 특히 즉석

⋘1월 석탄 수출 금지 이어 팜유도 수출

조리식품의 대표 식품인 즉석밥은 전년

제한…"내수 우선"⋙

대비 53.3% 증가했고, 떡볶이도 56.7%

⋘원자재 수출국 탈피…보크사이트·구리

늘면서 수출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

도 줄줄이 수출 중단 예고⋙

났다.

⋘인도네시아, 식용유 가격 치솟자 팜유

이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수출 허가제 도입⋙

콘텐츠를 통한 한국 음식문화의 노출 증

19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무하맛 룻

가와 함께 인기를 끌며 직접 먹어보려는

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전날 기자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분석

회견에서 "오는 24일부터 팜유 수출에

됐다. 특히 떡볶이는 K-팝 아이돌을 통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며 "팜유

해 해외 시장에 소개되며 즉석조리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이 쌀가공품과 더불어 수출 증가 추세를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이어가고 있다. 즉석조리식품은 동·식

자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

그동안 팜오일 생산·수출업자들은 세관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 가열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등의 비교적 손쉬운 조리과정을 거쳐 먹
을 수 있는 즉석밥(컵밥), 국·탕·찌개

하지만, 새로운 규제에 따라 팜유 업자

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원유 수출 허가제

시하고 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

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죽, 스프 등

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팜유를 국내에

와 식용유 보조금 제도를 모두 6개월 동

은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을 포함한다.[한국무역신문 제공]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

안 시행하고 평가한 뒤 필요하면 적용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올해 보크사이

를 별도로 제출해야 당국의 수출 허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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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내년에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것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 한번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

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라고 예고했다.[연합뉴스 제공]

깼다. 미주 서안 노선도 1FEU당 7994달

우,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에

러로, 전주 대비 313달러 올랐다. 지난

수 있는 제도다.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 조

대비해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열고

한달간 상승폭은 무려 1000달러에 달한

치가 내려져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컨설팅을 제공

다.

RCEP 협정문의 규정을 이행한다.

해왔다.

동기간 유럽 노선은 1TEU당 7777달러로

RCEP 회원국에 대한 FTA 세이프가드 조치 기

또한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철

26달러 상승했다. 호주·뉴질랜드 노선

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점진적인 조치 완화

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부과함에 따

은 1TEU당 8달러 오른 4691달러로 집계

를 시행한다. RCEP 회원국도 협정 발효 전까

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당 조치가 공

됐다. 남미 노선은 1만323달러로 47달러

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정하고 무역 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

올랐다. 반면 중동과 지중해 노선은 소

있어, 국내 기업의 RCEP 역내 수출 시에도

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양

폭 하락했다. 중동 노선은 1TEU당 3790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이 밖에 덤핑 및

국은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장관급으로

달러로 전주 대비 70달러 내렸다. 동기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협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다.[뉴시스 제공]

간 지중해 노선은 7529달러로 6달러 내

정 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렸다.

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돼 시행될 예

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62.94포

운임비 강세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

정이다.[뉴시스 제공]

인트 오른 5109.6포인트를 기록했다. 운

론 확산세로 북미 주요 항구인 LA·롱비

임지수는 9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고 수

치항 등에서 물류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한·영 FTA 성공적…상반기

⋘2008년 이후 협상 중단…최근 공감대 형성⋙

준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않고 있어서다. 병목현상은 당분간 지속

⋘ 교역량 1년새 40.5% 급증⋙

정부가 2008년 이후 중단된 멕시코와의

될 것으로 보여 운임비 또한 상승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1일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시작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윤종 산

"해운 운임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

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오는 21일 멕시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

다. 산업부와 영국 국제통상부는 이날

시티 현지에서 멕시코의 루즈 마리아 데

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제1차 한-영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

라 모라 경제부 차관과 이런 내용을 논

회의로 개최하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

의하기 위한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20일

했다. 이번 상품무역위원회는 한-영 FTA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2차례의 통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전문위원회다. 산업

상장관회담과, 차관급 협의 등을 통해 '

부는 "양국의 올해 상반기 교역량이 전년

한·멕 FTA' 협상 재개를 위한 공감대를

동기 대비 40.5% 증가하는 등 뚜렷한 교역

형성한 바 있다.

회복세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1962년 수교 이래

 글로벌 해운운임 지수, 사상 최초
로 5100선 돌파…수출기업 부담 가중
⋘대부분 노선에서 운임비가 오른 가운데 북
미 동·서안 운임 상승폭이 두드러짐⋙
글로벌 해운운임이 사상 최초로 5100선
을 돌파했다. 물류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운임이 9주 연속 상승
한 결과다. 운임비 강세가 두달 연속 이
어지며 수출 기업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

대부분 노선에서 운임비가 오른 가운데
북미 동·서안 운임 상승폭이 두드러졌
다. 미주 동안 노선은 1FEU(길이 12m 컨
테이너)당 1만1833달러로 전주와 비교해
254달러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1만1800

FTA 동향

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정부, RCEP 회원국산 수입품 급증 시

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의결

국내산업 보호 대비

 정부, 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추진…"수출 여건 개선"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멕시코 차관과 회담⋙

⋘RCEP 발효 앞두고 무역구제 제도 정비⋙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1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회원국도 포함⋙

RCEP 발효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

당초 양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교역이 부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 내용을 반영한

진할 것을 우려했지만, 올해 1월 1일 완

관계를 유지해왔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특정 물품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에

것이다.

전한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

기념한 행사들이 준비 중이며, 경제 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의

구체적으로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가

-영 FTA로 교역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

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에 RCEP 회원국을 포함한다. 세이프가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불공

특정 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 수입국의 국내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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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FTA 협상 재개가 검토되는 상황

우리나라의 1위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 여부

역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무료배송임이 증

이다. 산업부는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 중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무상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에

명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가공․수리 등으로

니다.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분(왕복운임, 보험료,

그러나 무료배송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운임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됨

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고사항

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

- 무상수입물품의 과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

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의 과세시도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지

‣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해 물품의

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

관세법시행령

가치(또는 가치 상승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

시 별표 제1호의“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이기 때문입니다.

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동 고시 제12조

- 가끔 불량품이 수출돼서 제대로 만든 제품

(항공운송 운임특례) 규정에 따라 항공기로

[뉴시스 제공]

수출입 관련 Q&A (134)

【 관세 평가】
î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구두 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수입
인데

제17조(우리나라에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과세를 한다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

이 수입되는데 무슨 가치상승이 있냐고 항의

운송된 수입물품 중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

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î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상승

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수입한 물건에 불량이 생겨 무상수리 후

이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시점의 물품가치

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품의 가치

재수입하였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와 재수입되는 시점의 물품가치간의 차액을

총과세가격이 20만원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

합니다.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말하는 것입니다.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

하나요?

- 예를 들어 100원이 완전한 물품인 어떠한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상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를 위해 수출할 때

합니다.

의 물품가치는 100원이 아닌 예를 들어 80원

î 무형물 과세 여부

정도일 것이고,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치는

100원일 것입니다. 이들간의 차액

드하면서 대금으로 10만불을 미국에 지불하

(100원 - 80원 = 20원)이 과세되는 가치상승

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

분인 것입니다.

나요?

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

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

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비 등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

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다.

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
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
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
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
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
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
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

 아니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î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여부

됩니다.

‣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무료배송으로 물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

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운임을 별도로 과세

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

하나요?

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수리비용(가치상승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

※ 참고사항 : 수입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

‣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

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

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

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항 제6호

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한 외화는 지불되었는데 수입신고필증 등 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관한

및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입근거실적이 없어서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

‣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없는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 외

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운임을 부

환심사팀(02-759-5563,5775,5779,5814)에 문

⋘관련법령⋙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116,

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

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2001.2.1》

는다면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나 구매내

19

20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2월

▣ 품명 :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 위의 내용은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하는

Electronic Shisha)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HMD;

Head Mount Display)로 컨트롤러가 하나의 소

물품설명 : 니코틴 용액과 기기가 일체형

매용 세트로 제시

POD에 결합되어 있어 용액충전이나 코일 교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528.59-1090호

체가 필요 없는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최근 상품분류

고글

변경후 ; 제8528.52-9000호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543.70-4010호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 제3824.99-9041호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품명 : Programmable HMI; PFXGP4601TAA
물품설명 : 공장 자동화 설비 등에서 프로그

▣ 품명 : Coconut Water; Beverage, non-

▣ 품명 : Carophyll Pink; FRANCE

▣ 품명 :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

램 제어기(PLC)와 사용자간 인터페이스를

-zer; ES-700

위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동일

alcoholic; SALUTTI COCONUT WATER WITHOUT

물품설명 : 합성에 의해 얻어진 아스타잔틴

PULP; THAILND

(Astaxanthin), 옥수수 전분, 비즈왁스, 토코

물품설명 : 가스화된 과산화수소를 가열시켜

하우징 내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중앙처리장

페롤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의 착색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의료장비 및

치와 메모리, TFT LCD 모듈, 터치 기능이 하

조제품

의료용 기기 등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

나로 결합되어 있음

물품설명 : 그린 코코넛으로부터 얻어진 코
코넛 워터(코코넛 주스)
용도 : 음료

품목번호 : 변경전 : 제3203.00-3000호

품목번호 : 변경전 : 제2202.90-9000호

변경후 : 제3204.19-9000호

변경후 : 제2009.89-1090호

용도 : 멸균기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538.90-4000호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479.89-9099호

변경후 ; 제8537.10-2090호

변경후 ; 제8419.20-0000호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품명 : hosphor in glass
▣ 품명 : Dry vitamin D3

▣ 품명 : ① Hydroxypropyl-β-cyclodext

물품설명 : 비타민 D3, 토콜페롤, MCT오일,

rin; ②Hydroxypropyl-β-cyclodextrin;

아라비아 검, 자당, 옥수수전분 등으로 구성

물품설명 : 화학적으로 단일한 Hydroxypro

된 미황생 과립상

pyl-β-cyclodextrin과

품목번호 : 변경전 : 제2936.29-2000호

하는 조제품

변경후 : 제2106.90-9099호

이를

주성분으로

품목번호 : 변경전 ; ①②제3913.90-9090호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 ①제2940.00-2090호,
②제3824.99-9090호

▣ 품명 : ① Beverage, non-alcoholic;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품명 : ① Self-propelled Elevating

물품설명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work platform(과실수확용 고가작업대) ;

(Y3Al5O12)과 유리 분말을 혼합하여 성형ㆍ

② AERIAL LIFT; SJ3-3219

소결한 고출력의 LED 형광체 Plate로 헤드

물품설명 : 전동기 또는 엔진에 의해 바퀴가

램프나 휴대폰 플래시 조명 등에 사용

구동되며, 작업 플랫폼에 작업자가 탑승하

용도 : 플래시 조명 등

여 높은 것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번호: 변경전 ; 제3206.50-0000호

관절형 붐(boom)타입 또는 시저(scissor)

변경후 ; 제9001.90-9000호

타입의 고소작업용 트럭

변경사유 : 21-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용도 : 붐타입 또는 시저 타입의 고소작업용
트럭

COCONUT FLAVORED DRINK WITH NATA DE
COCO; THAILND

▣ 품명 :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② Beverage, non-alcoholic; MALEE COCO;

품목번호 : 변경전 ; ① 제8428.90-0000호,

용도 : 흡입용

용도 : 음료

진회전속도(RPM) 등의 정보를 계기로 표시

② 제8427.10호

충전된 용액 소진 시 폐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물품설명 :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나 엔

변경후 ; ① 제8427.20-9000호,

용 카트리지(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물품설명 : 코코넛 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ASM-INST ; 95375163

② 제8428.90-9000호

물품설명 : 용액이 충전된 일회성 전자담배

THAILND

▣ 품명 : Instrument Cluster ; CLUSTER

해주는 계기판(Cluster)으로, 주기판(Main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PCB)과 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
스로 구성되어 있음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543.70-4090호

품목번호 : 변경전 ; ① 제2202.99-9000호

변경후 ; 제3824.99-9049호

② 제2202.90-9000호

▣ 품명 : HMD Odyssey ; Window Mixed
Reality Headmount Display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물품설명 :

변경후 ; ①② 제2106.90-9099호

품목번호 : 변경전 ; 제8708.29-0000호
변경후 ; 제9029.20-1090호

컴퓨터(PC)나 노트북에 연결하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여 3D 영상을 3.5인치 화면(AMOLED)에 재현

변경사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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