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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경우 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절차 외에는

개정법령 & 입법예고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구제절차가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운영지침 개정 ❞
⋘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미발급시 구제절차 마련⋙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2월7일 부터 시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해 온 관세청이 그간의 방침을 바꿔 납세자의 명백한

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월 23일 오후 2시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완화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
최하였다.

과실을 제외하곤 사실상 제한 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는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월 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도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

❝

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등 사전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관세청,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3월부터 없어진다 ❞

종전 납부세액의 부족분을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이를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첫 제정 이후 43년만에 폐지,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유지⋙

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원칙으로, ‘관세품목분류협의회 등에서 품목분류

⋘22.2.1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변경하는 경우’,‘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
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발급이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오는 3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허용됐다.

지난 1979년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이후 43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외소비

문제는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

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

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서 “경미한 과실”여

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한 운영지침에서 ‘경미한 과실’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5일자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신설 당시 500불로 규정됐으며, 88올
림픽을 앞둔 1985년 1천불로 상향된데 이어, 1995년 다시금 2천불로 올랐다.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추가해 시행했다.

이어 2006년 3천불로 상향조정됐으며, 출국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40년만인 지난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

2019년 5천불로 늘어난데 이어, 3년여 만에 구매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대다수 수입신고 건

다만, 이번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는 별개로 입국시

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했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여전히 유지된다.

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이 해외현지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등이 아닌 고가의 가

관세청은 또한 7일 개정 시행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운영지침에 ‘착오·경미

방과 의류 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 입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600불을

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한데 이어,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해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해외본사의 가격정책 변경사항을 회계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수치입력을 착오해
정책변경 직후인 2개월인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했으나, 전후 18개월은 적정신고한 경
우는 해당 2개월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개선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
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해외직구족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산정기준
이 정교화되고 반품에 따른 환급규정도 정비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 산정방식을 ‘총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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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비+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최종 물품가격으로 산정키로 했다.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적용시 수출신고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5년주기 정밀검사 제도란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
는 제도이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
사를 실시해왔다.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차 치료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치료제 등이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

❝

남북한 왕래시 면세기준 300달라에서 600달러로 상향 ❞
⋘관세청,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술 1병·담배 1보루,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기준과 범위가 크게 상향조정된다.
관세청은 남북한왕래자 1인당 관세면제 범위를 현행 미화 3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

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개선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 교육자료,

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누리집(unipass.customs.go.kr) > 공지사항

의견 접수기간을 2월초 마감했다.
남북한왕래자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연간 면제범위 또한 기존 4회에
서 6회로 확대하며, 금번 면세범위 상향조치와 별개로 술 1병(1ℓ이하, 400달러 이
하)과 담배 1보루를 별도면세 범위로 추가했다.
또한 남북한왕래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 사항 안내를 명확히했다.

수출입 & 관세무역 동향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

 관세청, 미래성장 중소기업까지

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

세정지원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 물품을 미신고·허위신고 및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5년 이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

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하의 징역 또는 해당물품이 유치되며,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

본격 가동⋙

생략,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과 적발시 60%), 해당물품의 몰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24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북제재 반출입승인 대상인 컴퓨터(노트북)의 반출입시 세관 신고 안내를

미래성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세

또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

명확히 한데 이어, UN에서 지정한 진주·귀금속·고급시계·고가의 스포츠장비 등 사

정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올해

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

치품의 대북반출 금지를 명시했다.

관세청은 2021년 지원 대상이던 코로나19

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입때 부

피해기업,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

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

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미래 경

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확

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

대 도입한다.

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

이와 함께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업 및 청년 새싹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

한 중소기업에게는 세관이 직접 미환급정

대했다.

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할때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제도 본격 시행 ❞
⋘식약처,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질의응답 자료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17.2.22.)한 후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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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환급금을 지급해 줄 방침이다.

서 세관과 관계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적발유형 별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

경제 블록화 심화 우려도⋙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

종 환치기(8천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 생

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

를 시행하는 ‘2021년 2월 삼상유도전동

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

산기지를 구축한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

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

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 대

19 사태 이후 생산 전략을 놓고 깊은 고

대해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서 최초로 시행했다.

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

민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생산거점의

치 못한 재난재해로 유동성확보에 어려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세탁(80억원)이다.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망에

움을 겪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물류난까지 겹쳐

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

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기 적발규모는 8천238억원에 달했다. 이들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

환치기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

이에 따라 해외로 옮긴 생산시설을 자국

지원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5일

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받는 사람이 속

으로

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부터 12월 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한 국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reshoring)이나 자국에서 가까운 나라

전송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체 또는 현금

로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움

을 전달했다.

직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강해지

이는 국가간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점에

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자립을 둘러싼

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자상

G2(미국·중국)의 경쟁에서 보듯이 자국

자산의 국가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차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은 노동 비용 증

이점이다.

가와 교역의 지역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

마스크, 국산 방호복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 시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인천세관까지 확대 시행⋙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

물품가격을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하는

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

◇ 해외 생산 줄이고 자국 비중 늘리는

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

수법으로 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중국

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올

기업들

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

인 배우자 이름으로 7억원 상당의 서울시

해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

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내 아파트를 취득한 중국인 B씨도 덜미를

혔다.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잡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

위·변조한 서류를 190차례 은행에 제출하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

했다.

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나 국내

400억원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와 국내

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재산을 국외도피한

 서울세관, 작년 불법외환거래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전체

9천억원 적발…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로서

생산 비중을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렸
다. 스티브 카슨 ScS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급망 문제
와 비용, (해외공장의) 늘어난 제품 생산
시간 때문에 영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자 D씨도 역시 적발됐다.

FT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가구업체들은

[한국세정신문 제공]

값싼 소파와 정원용 테이블 등 제품 생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상자산 환치기 8천200억, 무역금융사기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

등 공공재정 편취4 11억 등 ⋙

요한 대상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난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

신종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무

⋘물류난까지 겹쳐 해외의존 부담 커져…

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

역범죄 등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미국 등 국내 생산 확대⋙

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통관단계에

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자국 중심 공급망·일자리 창출 노려…

5

영국 가구 소매업체 ScS는 지난해 국내

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생산기지 해외서 자국으로…코로나

비교해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구의 컨테

가 불붙인 공급망 재편 경쟁

이너 운송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
천200% 뛰었다. 이들 업체가 중국 현지
생산시설 일부를 자국이나 인접국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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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폴란드와

미 반도체 회사 인텔은 지난달 미 오하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생산

각각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

그 인접 국가에서 자사 제품의 20%를 생

이오주에 200억 달러(약 23조9천억원)를

시설을 본국으로 다시 옮기는 데는 수년

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산하는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 스웨덴

들여 첨단 반도체 생산·개발 시설을 짓

이 걸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과 대응 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케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미 기업 마이

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촉발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

갈등 고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크론 테크놀로지는 향후 10년간 미국을

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한 EU 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

삼성전자는 지난해 8~9월 베트남 협력사

비롯해 세계적으로 반도체 연구·생산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

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이러면

의 스마트폰 생산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

설 건설에 1천500억 달러(약 170조원)

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로 옮겼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밝혔

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진출 국

에는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된다.

최대 생산거점이다.

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반도체 공

내 제조기업 중 철수를 계획하는 기업이

임희정 국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

삼성 측은 구미공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급을 확대하고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

국내로 돌아오면 국내총생산(GDP)이 11

탄소국경세,

협력사 생산라인이 노후해 보강한 것이

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수십조

조4천억원 증가하고 일자리 8만6천개를

도 국제 표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스마

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베트남의 코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 구상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로나19 확산 여파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

을 이달 초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공]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에

◇ 국내 일자리 창출 기대…"인건비 상

진출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

승·교역 둔화 우려"

은 26개(중소기업 17개, 중견기업 9개)

이같은 자국 내 또는 역내 생산 확대는

로 2020년보다 2개 늘어나며 역대 가장

일자리 창출, 대외 의존도 완화에 따른

⋘산업부, '탄소중립 산업 전환 세미나' 열어⋙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상품수지 적자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포스코경영연구원·국표원 등 민관 발표 나서⋙

복귀 이유로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

낼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경

민관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승과 현지 매출 감소를 주로 들었다.

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리쇼어링 정

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

허 연구원은 "한·EU 간 상호 인정되는

미국은 국제 공급망의 와해로 반도체와

책을 추진하면서 미 제조업 일자리가 증

소중립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

수출제품 원 단위 산정·검증 체계가 필

자동차부품 수급 등이 차질을 빚으며 주

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회계

를 맞댔다. 탄소국경세에 대한 국제 기

요하다"며 "각국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요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자 자국

컨설팅업체 PwC는 향후 10년간 제약, 컴

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에

정책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퓨터, 전기장비 부문에서 리쇼어링이 진

대한 국내 검증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상과

가 최근 내놓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행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24만9천~49만9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U와의 양자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천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미국산 물품 구매 의무 강

부정적 측면도 있다. 홍서희 국제금융센

화, 미 공급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급망 강

행정명령을 하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화를 위한 리쇼어링이 증가할 경우 인건

것은 이런 본국 회귀 전략의 일환이다.

비 상승 등에 따른 최종제품 가격 인상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

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조화될 가능

해 520억 달러(약 62조1천억원) 규모의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해 선도적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해야 한
다"고 제언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

 "탄소국경세 대응해 수출품 검증

원 수석연구원은 탄소국경세 제품에 대

체계 마련해야"

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
한 국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

의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토한다는 방침이다.

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 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

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소중립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우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위

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기가 아닌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경

또 미중 분쟁 이후 경제 블록화(지역화)

및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굴기'를 견제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양상이 심해져 국제 교역이 둔화하고,

련된 자리다.

어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제품 탄소 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 개입 확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7

국가기술표준원과

출 기초데이터(LCI DB) 확보, 기업 맞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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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저탄소 공

제품이 자국 내에도 유통되었는지를 조

정 설계 플랫폼 개발 등 각종 지원 사업

사하고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한다.

⋘제재대상 대부분 전자 기업…광학·터빈

집행위는 이 경보시스템에서 최근 한국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포함⋙

産 라면 및 식이보충제 제품에 에틸렌옥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 기관

사이드에 의한 오염가능성 문제를 제기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

해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제

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33개 기관

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

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대 허용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

2월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 물질이 포

적서와 공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된

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

함된 한국산 라면 및 식이보충제에 대해

것이다.

이고 광학, 터빈 등 관련 기업, 대학 연

EU의 수입강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

구소 등이 포함됐다.

이에 해당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

제재대상은

중국항파난팡공업회사(AECC

이 IPPC가 UN 국제컴퓨팅센터(ICC)에 구

기업들은 선적 전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

South Industry), 베이징 SWT과학, 베이

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수출입 상대국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됐다.

지에스 이상 5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징중허항쉰유한공사, 중국제2중형기계그

이번 에틸렌옥사이드에 대한 EU의 수입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룹 산하 더양완항 단조회사 등 33곳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로 생산할 수 있

강화조치는 역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

다. 이번에 33곳이 추가되면서 미국의

는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는 IPPC 표준양

관리 플랫폼인 ‘식품·사료조기경보시

청하면 된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175곳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개

늘어났다. 중국 이외 러시아와 아랍에미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하게 되며, 국

템은 유럽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의 위

월이며, 증명서의 발행일은 시험결과일

리트 기관도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내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IPPC/UN ICC가

험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해 식품 안전

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

개발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증명서의 제출 의무는 2월 18일부터 EU

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

GeNS(General ePhyto National System)

EU-27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

역내에 도착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증명

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

을 이용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하게

타인, 아이슬란드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불

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이 수록된

되는 방식이다.

있다.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목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밖에도 현재 EU는 1월 6일 전에 선적하

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가

인장 묘, 버섯 등 3,000여 건의 ePhyto

여 2월 18일 이후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

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

를 송신하고, 옥수수, 밀 등 16,000여

유럽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

을 통지하고 집행위는 위험 수준에 따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한국産 에

고 있다.[뉴시스 제공]

경고, 정보, 거부, 기타 등 4개의 통지

틸렌옥사이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는 1

로 구분한 후 플랫폼을 통해 전 회원국

월 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으로 공유한다.

업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시행

통지를 받은 회원국은 해당 물질 또는

일 적용이 연기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U, 18일부터 에틸렌옥사이드 함
유 한국産 식품수입강화조치 시행
⋘대상품목은 라면 및 식이보충제로 증
명서 발급 후 제출 필요⋙

스템(RASFF)’에서 비롯됐으며, 동 시스

회원국 내 유통되는 식품·사료에서 인
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감지되는 경
우,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로 관련 내용

9

드와 수출입 되는 농산물은 종이로 된

 美상무부, 中기관 33곳에 수출제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신해 전자식물검역
증명서(ePhyto) 번호 제출만으로도 통관
이 가능하도록 한 ‘ePhyto’를 상용화
했다고 밝혔다.

발표 …중국 반발 예상

그동안 검역본부는 종이증명서 교환에
따른 위·변조,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
물보호협약)가 구축한 ePhyto 운용을 추
진해 왔으며, 지난해 5월 10일 미국과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이어 올해 뉴질랜드
와도 상용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Phyto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출력 없

과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식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용화로 선

건을 수신하는 등 교환 안정성 및 통관
효율 증대 효과가 확인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미국·뉴
질랜드 2개국과 ePhyto를 상용화하고,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앞으로도 국가별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

(ePhyto)’ 교환국가 확대

을 고려하여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ePhyto’ 운용
개시로 신속통관 가능해져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월 7일부터 뉴질랜

(UNIPASS)을 통해 방문 없이 ePhyto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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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발급받을 수 있다.ePhyto 상용

기업들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80% 이상인

화로 기존 종이 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

경우는 0.9%에 그쳤고 60∼80%는 4.1%,

출 기간이 최소 1일에서 최장 10일이 단

40∼60%는 19.8%였다. 기업 10곳 중 8곳

⋘무협 달러화 결제 중단에 대비 신용조사

개 사로 자동차부품(201개사)이나 합성

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함께 검역증

(75.1%)의 가동률은 40% 아래에 머물렀

를 강화, 외상·추심거래 축소 의견⋙

수지(137개사) 등에 비해 많다. 지난해

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농산물

다. 가동률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억

의 안전한 교역 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도 33.2%나 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와

고조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

9000만 달러, 기타플라스틱은 1억7400만

예상된다.

미중 분쟁 등으로 현재 가동률이 낮다고

렸다. 앞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

달러 규모다. 사태 악화시 이들 기업의

밝혔다.

던 때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반토막

수출길이 막힌다.

향후 2∼3년 베트남 내 사업 전망에 대

이 난 전례가 있어 전장 발발 시 막대한

서방의 금융제재 가능성도 수출기업들이

해선 현상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4.2%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러시아 금융

⋘산업연구원 실태조사…규제 강화·생산

가장 많았고 이어 확대(30.9%), 축소

역통상연구원은이 최근 발표한 '최근 러

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비용 상승 전망⋙

(18.9%), 철수·이전(6.0%) 등의 순이었

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 기

SWIFT)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다. 향후 5년 사업 전망의 경우 2∼3년

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상태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국제 금융

기업 절반은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10곳

의 사업 전망과 전체적으로 비슷했으나

지난해 기준 수출금액은 3400만 달러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글로벌 결제 시스

중 8곳은 가동률이 40% 이하로 저조한

철수·이전을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이다. 만약 스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대다수는 베트

13.8%로 높아졌다. 철수·이전을 고려

다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

위프트 코드가 적용돼 접근이 차단되면

남 정부의 규제 강화, 생산비용 상승 등

중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현지 생산 비

상국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1.6%를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대금 결제회수

으로 인해 현지 사업환경이 계속 악화될

용

어려움

차지한다. 만약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

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

것으로 우려했다.

(30.0%), 경쟁 심화(20.0%) 등을 꼽았다.

로 확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장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

이전 대상 지역은 동남아·한국·서남
아·유럽·북미 외 기타 지역 50.0%, 동
남아 23.0%, 한국 복귀 19% 등의 순이었
다. 기업들 대다수(68.4%)는 향후 베트
남의 대내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
다봤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규제), 생
산비용의 상승, 외자기업 규제 등에 대
한 우려가 컸다.

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된다. 앞서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

무협은 "달러화 결제 중단에 대비해 수

라이나령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편

출기업은 현지 바이어 신용조사를 강화

입'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크림반도를

하고 외상·추심거래를 축소해야 한다"

무력 합병했을 때는 우리 수출기업이 직

고 지적했다.[뉴시스 제공]

 "베트남 진출기업 절반, 작년 실적
하락…사업환경도 악화 우려"

무소, 베트남코참과 함께 작년 9∼10월
총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베트
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
답은 46.5%였다. 특히 20% 이상 크게 감

감소

33.2%,

사업

승계

비중이

답이 대다수였으며 관계사들과의 공동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 것이란 응
51.6%(크게

상승(34.0%),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대부분 수용한다는 응

소할 것이라는 답변도 32.7%에 달했다.

답도

고려하는

감소

18.4%)였다. 기업들은 매출 감소 원인으
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차질 및 장애,
현지 수요 부진, 현지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코로나19
보건방역, 인허가, 불투명한 관행 등 규
제 사항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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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444개 사, 기타플라스틱이 239

화장품·자동차 등 직격탄

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15년 대(對) 러시아 수출은 46억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85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101억2900만

도입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달러 대비 53.7%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응, 이전·철수 고려 등도 언급됐다. 글

승용차(-62.1%), 칼라TV(-55.0%), 타이

로벌 대외환경의 변화 중 민감한 사항으

어(-55.9%) 등 당시 주력 품목 수출이

로는 코로나19, 미중 분쟁, 환율 변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

등이 꼽혔다. 앞으로 중요해질 대외환경

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1억1900만

요인으로는 비대면 생활방식 변화, 미중

달러다.

분쟁, 베트남 내 경쟁 등이 제시됐다.

품목별로는

[연합뉴스 제공]

(4.8%) 등이다. 다만 수출기업수로 보면

 우크라 사태에 수출길 막힐라…

(40.6%),

⋘외국기업 유럽시장 기업 인수·합병, 공
공조달 참여 시 보조금 내역 신고 ⋙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한국무역협회(회
장 구자열) 브뤼셀지부가 현지 외국 기

약

절반이

자동차·부품

철구조물(4.9%),

업 단체들과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우려

합성수지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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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3월

관세법인 대유 www.daeu.co.kr

03월

15일(현지시간) 무역협회가 EU 집행위원

진행 중이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

회에 제출한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

난해 7월에도 우리 기업의 우려를 담은

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스 모델 개발,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

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f

의견서를 집행위에 전달했다. 무역협회

고 지적했다.

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

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

는 직권조사 범위가 광범위 해 외국기업

국내 소비자들은 온도계 구매시 용기나

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구매) ▷서비스

(AmCham

Business

이 인수·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외장에 ‘의료기기’ 표시와 수입자, 제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Council in Europe), 호주(Australian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모든 상황

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

Business

in

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어 권한

하며,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

용 지원(가공 일반) ▷인공지능(AI) 기술

Australian

Business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보 사이트(http://emed.mfds.go.kr)’에

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개발, 비즈니스 추

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필요하다. [한국세정신문 제공]

지원(가공 AI)이 있다.

EU),

일본(Japan
Europe,

European

Council),

인도

(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의
기업단체와

업종단체(Computer

&

 안전성 미인증 중국산 체온계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이씨플라자 관계자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1만2천여점 국내 유통

가 참여했다.

⋘인천세관, 코로나19 위기 노린 방역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역외 보조금

필수품 부정 수입업자 검거⋙

규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
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
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브뤼셀지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
안 내 주요 개념의 불명확성 ▲여러 정

자가 제공하는 판지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바우처' 서비스 이용 가능⋙

관련 정보를 쉽게 구하고 정확한 해외시장

판매해 온 수입업자 A씨가 세관에 검거

국내 최초 글로벌 B2B 플랫폼인 이씨플라

개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됐다.

자닷넷(ecplaza.net)을

있는

이씨플라자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는 ▷

A씨는 중국산 인체 체온계 1만2천여점

(주)이씨플라자가 자사가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 요청 사항 반영 ▷맞춤 데이터 정

(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증

수출입 통관정보를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보 제공 ▷총 16만개 DB 제공 등이며, 가

이 필요 없는 기름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사업으로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중소

공서비스는 ▷경쟁사 분석 서비스 ▷바이

위장하는 등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어 분석 서비스 ▷국가별 트랜드 분석 서

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

이씨플라자는 에스앤피글로벌(S&P Global)

비스 ▷분석 보고서 제공 등이다.

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 협약을 맺고 19개국의 수출입 통관정보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 이용기업은 ▷해외

를 가공해서 국내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바이어의 거래 동향(수출자, 국가, 품목,

소상공인, 청년기업 등에 제공하는 판지바

가격, 물량)을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

(Panjiva.co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통관 기반의 잠재 바이어

이씨플라자는 2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확보 및 정보 분석을 통한 타깃 해외바이

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어 발굴이 가능하다. 또 ▷해외 경쟁사의

이 판지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해

거래 동향(수입자, 국가, 품목, 가격, 물

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량)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나 ▷해외 경쟁사와 거래중인 바이어 정보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이 필요한 기업에게

를 확보해 신규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다.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 판매한 60대 A씨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리스크 및

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행정부담 증대와 기업 인수합병(M&A) 지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요구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돼

했다.

수입허가(인증) 등 요건을 갖춰 수입해야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5일 역외 보

한다.

조금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해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씨플라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국내 대량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미인증

한 조사 기간 ▲판정에 대한 항소 절차

시장 효과적 공략 가능해졌다
⋘해외 19개국 수출입통관정보 가공 제공...

방역 필수품을 부정하게 수입한 업체를

요구 ▲광범위한 직권 조사 권한 ▲과도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허가당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부기관의 중복적이며 무리한 조사자료

특정 제품의 해외시장 통관정보 등 필요한

 해외 수출입통관 데이터로 해외

운영하고

업체당 1600 ~ 7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이터 구매는 3월 28일까지, 데이터 가공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현재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인증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은 3월 29일까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유럽의회·이사회와 법안 수정 절차를

사업과 유사하다.

이 가능하다.[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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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에 비해 오히려 낮았지만 무역적자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경연은 앞서 우리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

를 피하지 못했다.

나라가 2000년대 중 유일하게 무역적자를

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 '최근 무역수지 추이의 시사점'

반면 같은 기간 수출물가 상승률은 12.4%

기록한 2008년 역시 수출입물가 상승률 격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상 수

보고서⋙

로, 수입물가 상승률 대비 7.2%p 낮은 수

차가 12.6%p까지 벌어진 것이 가장 주된

출 컨테이너 2TEU 당 신고 평균운임은

⋘수입물가 올라도 제품가 전가 어려운 무

준이다. 특히 올해 1월 최대 수입품목인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한국발 미국 서부행의 경우 1600만4000

역구조⋙

원유의 수입물가는 52.3% 상승한 반면, 같

◆"수출입물가 격차 더 커질 것…무역적자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3%가 올랐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무역수지 적자에

은 기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물가

대비 필요"

다. 전월인 2021년 12월 1569만7000원과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는 6.7% 하락했다. 수입물가 상승 그 자체

한경연은 올해 수출입물가 상승률 격차가

비교할 때도 2% 가량 상승했다.

한경연이 발간한 '최근 무역수지 추이의

보다는 수입물가 상승률과 수출물가 상승

작년에 비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점' 등에 따르면, 최근 무역수지 적자

률 간 격차가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봤다. 그 이유로는 최대 수출입 품목인 반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리나라 무

원인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도체와 원유가격이 지목됐다. 수입물가 상

역수지는 지난해 12월 5억9000만 달러 적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

승률에 가장 영향력이 큰 원유가격은 우크

자로 집계됐고, 올해 1월에도 48억9000만

난해 3월 전년동월대비 9.0%를 기록해, 같

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달러 적자를 기록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은 기간 수출물가 상승률 5.9%를 3.1%p 차

가격은 연초 전망을 뛰어넘어 배럴 당 100

유럽연합행도

가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로

이로 추월했다. 이후 8개월 연속 수출물가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비 236.8%나 올랐다. 직전인 2021년

돌아선 것은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이

상승률이 우위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반면 수출물가 상승률과 관련성이 높은 주

12월에는 1061만4000원이었다.

다. 1월 적자 폭은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수출입물가 상승률 격차가 10.2%p(36.3%와

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또 중국행은 지난달 181만8000원으로 전

이래 역대 최대다.

26.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시장조

년 같은 기간보다 134.2%가 올랐고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 원자재값 올라도 제품가 인상 어려워…

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D램 평균가격은 전

은 113만9000원, 베트남은 256만1000원

많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 채산성이 악화

뾰족수가 없다

년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로 각 39.5%와 127.0%가 상승했다.

되는 등 무역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

문제는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과 우리나라

우세해 반도체 수출가격의 빠른 반등을 기

한다. 특히 무역적자 지속 가능성도 고개

무역 구조상 최근의 무역적자 누적을 극복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를 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

2008년 무역적자도 당시 반도체 가격의 하

일 현재 무역수지는 16억790만 달러 적자

나라 무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수출품

락(-21.9%)과 원유가격의 상승(36.9%)에

를 기록 중이다. 한국이 2개월 연속 무역

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수입물

따른 수출입 물가상승률 격차 확대의 결과

수지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가와 수출물가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

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위기(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재료 부담이 늘면

국가부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가 이어지

◆ 무역적자 원인은…"수출입물가 상승률

제품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가시화될 경

격차 확대"

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특히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상황은 사상

가진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제공]

최대 규모의 수출 흥행 속에서 생기는 것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수출액이

반면 주력 수출품목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그보다 에너지

한 공산품에 집중돼 있다. 원가 부담이 늘

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 커

더라도 당장 제품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

져서 생기는 결과다. 올해 1월 수입물가

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입물가 상승률

상승률은 19.6%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이 수출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최근 무역적자 주 원인은 수출입
물가상승률 격차"

15

2TEU는 40피트(1219.2㎝) 표준 컨테이너
크기다.
미국 동부행도 지난달 1436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9.6%가 뛰었다.
1275만7000원으로

1년전

[뉴시스 제공]

 UPS 국제특송 운임 66% 할인...
중진공과 업무협약
글로벌 특송회사인 UPS코리아가 국내 중
소기업에 해외 특송 운임을 공시가 대비
최대 66%까지 할인해 주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UPS코리아는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2월 17일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초 해상운임 대폭 상승…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물

미국 서부행 1600만원 넘어

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

⋘관세청, 2022년 1월 기준 2TEU 신고

속했다.

평균운임 발표⋙

UPS코리아는 또 중진공과 협업을 통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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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물류 지원 시스템의 개발

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

과 운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

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14개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배송, 통관, 관세

획이다.

국이다.

⋘부산연구원 22일 'RCEP 발효의 부산 수출

등 해외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무

베트남 물류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

입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

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이 지속되면서 물류비가 올해 말까지 계

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

지난 2월1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물류 및 공급망 관리(SCM)에 대한 컨설

속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협정)가 발효된 이후 부산의 수출 증가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보다 수입

와 함께 수출 품목이 다변화할 것이라는

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전망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

있다는 설명이다.

석센터는 22일 'RCEP 발효의 부산 수출입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FTA 동향

 RCEP 발효 이후 부산발 수출품목
다변화한다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일 발효된 RCEP는 아시아·태평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RCEP 활용 실익 분석
빈번한 나라를 대상으로 섬유·화학제품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등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서울세관은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3월부터 시작,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FTA를 체

설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

3월 2~18일 상반기 신청 접수⋙

결한 국가는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

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상

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각국은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

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을

부당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품의 원

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최대

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것과 달리 추가로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

200만원 규모의 정부 자금지원이 지원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은

식을 채택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다. 관세청은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지난 2019년 254개사에서 2020년 783개사,

있다.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

2021년 730개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

업'을 3월부터 시작하며 3월 2~18일에 상

[한국무역신문 제공]

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C/O 발급권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 수출
기업에 200만원 지원

국가가 참여해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자유무
역협정이다. 지난 2011년 아세안 정상회
담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당시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수출기업 RCEP 활용…"기존 FTA와

사업 세관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

유불리 따져봐야"

주·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

견기업에 최대 200만원 상당의 지원 서비

팅…비교 결과 제공⋙

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 기업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이 수출물품에 대해

이 외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

2월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기업에

RCEP와 기존 FTA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파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상

고려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8일

담사와 세관 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안내했다.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

특히 인도나 터키 등 원산지검증 요청이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

17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이 지난 2020년 11월 협정문에 최종 서
명했다.
경제동향분석센터는 RCEP 발효로 ▲안정
적인 수출시장 확보 용이 ▲한국과 일본
의 최초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부 품목의
시장개방 효과로 수출 품목 다변화 기대

한 또는 기관발급 C/O 신청시 첨부서류 간

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0개국과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

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C/O를 자율

진 가속화 및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

발급할 수 있어 수출절차가 간소해져 기업

원산지 기준 통합과 원산지 증명 절차

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간소화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 편의성 증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운영

대 등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하고 있으며, 그 밖의 RCEP 관련 사항은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센터는 RCEP 발효로 한-아세안 수출에

있다.

관한 관세 철폐율이 91.9~94.5%로 증가

서울세관은 또한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

해 부산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및 자

차이)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해

동차 부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했다. 중국의 경우, 기존에 체결된 FTA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

개방 수준을 유지하나 일부 품목의 관세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국세정신문제공]

양허 수준이 개선돼 부산의 주요 수출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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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중 조선기자재와 기타산업기계 등을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AP 통신

다루는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

했다.

관은 지난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

일본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제품, 합성수

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RCEP의 미얀마 참

지, 비철금속, 석유화학제품 등 관세철

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 품목들을 대상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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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구소 김은경 교수 등 민간 전

 韓, 아프리카와 FTA 추진 검토…

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아프리카 FTA 전

전 실장은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문가 간담회에서 밝힘⋙

높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 유망시

필리핀 언론에 공개된 발언록에서 록신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다변화과 핵심광물

장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자동

장관은 이런 필리핀의 입장에 대한 이유

공급망 확보차원에서 아프리카와 자유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측면에서 FTA추진

차, 기계,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관세

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역협정(FTA)을 추진한다.

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그는 아세안의 공동 입장에 방해가
된다면 필리핀의 방침을 양보할 수도 있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한국무역보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아프리카대륙자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산

험공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FTA 전문가

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했고 이

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

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
련, 다른 RCEP 참여국들 역시 미얀마의

간담회'에서 아프리카와의 FTA 추진을

를 계기로 역내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

의 경우 향후 부산의 제품의 수출이 확

RCEP 참여에 반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프리

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정 경제동향

고 통신은 전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주재한

카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석위원은 “RCEP 발효로 양자 FTA 체

통신은 앞서 두 명의 아시아 외교관을

이날 간담회는 아프리카와의 FTA 추진을

시기가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 교역 장벽을 효과적으

인용, 뉴질랜드가 RCEP 참여국들에 군사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

산업부는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로 제거하여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

정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얀마의 RCEP

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FTA 추진 방향에

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강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방향

을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협

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아세안 사무

원녕 한-아프리카 재단 부장, 한국외대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 제공]

국에 하는 각국의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미얀마, RCEP 참여 험난... 뉴질

60일 이후에 RCEP이 정식 발효된다.

랜드 이어 필리핀도 반대 표명

록신 장관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RCEP의 미

가포르 외교장관 등과 함께 아세안 내에

얀마 참여 반대 입장 밝혔다⋙
뉴질랜드에 이어 필리핀도 쿠데타로 군

서 미얀마 군정에 쓴소리하는 인물로 꼽

부가 1년째 집권 중인 미얀마의 역내포

힌다. 그는 지난달 16일에도 성명을 내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반대

고 "아웅산 수치 고문은 미얀마 민주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반드시 평화

RCEP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국가연합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록신

(아세안)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호

장관은 "수치 고문이 없다면 대화는 무

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의미하다"면서 "군정 지도부가 폭넓은 대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화를 통해 민주주의로의 이행 절차를 재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연합뉴스 제공]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출입 관련 Q&A (135)

【 F T A 】
î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간 차이 발생

▲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

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

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

받을 수 있나요?

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하게 적용

수 있는 수량,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19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

▲

20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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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

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

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î

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

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제출 가능)

이점

다.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비당사국 경유하는 동안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

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

세관의 통제하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

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FTA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

것이 입증되면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

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나, 한-캐나다 협정은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을 규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정하고 있으므로, 한-칠레 및 한-미 협정과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이 점에서 운송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

다.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협

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

정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

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

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

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

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의 한도를 함께 규정한 경우와 경유요건만을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

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

î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인증의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

î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인증 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



î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

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소명

로서, 본부세관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

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서류를 아래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

다음 날부터 5년

code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므로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

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

▲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특례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

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 관리전담자

협정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

▲

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고하여야 하고, 기업의 합병․분할․폐업 후 신

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 협정인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

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

데,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관련법령]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

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아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

야 합니다.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운송요건과 경유요건을 함께 규정한

즉,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제
18조

※ 구비서류

직접운송요건이 없이 경유요건만 규정한

협정은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협정 인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데, 한-칠레, 한-미 협정에서는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발송할 필

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

요가 없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비당사

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
21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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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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되며, 작업 플랫폼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최근 상품분류

높은 것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품목번호 ;

관절형

변경전 : 제8512.20-2090호
변경후 : 제8531.20-1000호

붐(boom)타입 또는 시저(scissor) 타입의 고

변경사유 : 21년-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소작업용 트럭
품목번호 : 변경전; ① 제8428.90-0000호,
▣ 품명 : ① everage, non-alcoholic; SALUTTI

품목번호 ;

COCONUT WATER WITHOUT PULP ② Coconut water

변경전 : 제8543.70-4090호
변경후 : 제3824.99-9049호

Young coconut water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 품명 : ①VESDA(Very Early Smoke Dete

② 제8428.90-9000호

cting Appratus) LaserPLUS(VLP-002)

변경후: ① 제8427.20-9000호,② 제8427.10호

② Gas Detector(H2S/CO/O2) ;Single, Gas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Clip(SGC-H, SGC-C, SGC-O)

물품설명 :그린 코코넛으로부터 얻어진 코코

물품설명 : 자동 화재경보시스템에 설치되어

넛 워터(코코넛 주스)

▣ 품명 : Decorative Paper Sheets

품목번호 :

물품설명 :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종이와 페

- 변경전 ; ①과 ② 제2202.90-9000호

놀수지를 함침한 종이를 열프레스로 적층한

- 변경후 ; ①과 ② 제2009.89-1090호

시트상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SYSTEM;
물품설명 :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변경후 : 제3921.90-9030호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품목번호 ; 변경전 : ① 제8531.10-2000호,

물품설명 : 합성에 의해 얻어진 아스타잔틴

▣ 품명 : ASHTRAY ASM-F/FLR CNSL

(Astaxanthin), 옥수수 전분, 비즈왁스, 토코

물품설명 :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페롤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의 착색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

조제품

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크기 : 70㎜*110㎜)
품목번호 ;

변경후 : 제3204.19-9000호

② 제8531.10-3000호
변경후 : ①과② 제9027.10-0000호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품목번호 ;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와 눈금으로 표시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 지기

변경전 : 제4811.59-0000호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변경전 : 제3203.00-3000호

미세한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ㆍ출력하

품목번호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품목번호 ;

▣ 품명 : SOUND BAR ; ALL-IN-ONE SOUND

변경전 : 제8519.81-2900호

▣ 품명 :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변경후 : 제8518.22-0000호

물품설명 :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나 엔

변경사유 : 21년-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진회전속도(RPM) 등의 정보를 계기로 표시
해주는 계기판(Cluster)으로, 주기판(Main

▣ 품명 : 1.8인치 TFT LCD

PCB)과 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

변경전 : 제3926.30-0000호

물품설명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스로 구성되어 있음

변경후 : 제3926.90-9000호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

용도 : 차량용 게기판

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품목번호 ;

변경사유 : 21년-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 품명 :①과 ② Hydroxypropyl-β

▣ 품명 : Hydrogen peroxide gas

-cyclodextrin;

sterilizer; ES-700

물품설명 :① 화학적으로 단일한 Hydroxypr

물품설명 : 가스화된 과산화수소를 가열시켜

opyl-β-cyclodextrin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의료장비 및

② Hydroxypropyl-β-cyclodextrin를 주성분으

의료용 기기 등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

로 하여 화장품 제조용 조제품

품목번호 ;

품목번호; 변경전: ①과 ② 제3913.90-9090호
변경후 : ① 제2940.00-2090호,

품목번호 ;

변경사유 : 21년-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 품명 : DIAL PANEL ; BO52GMYF02 (JB
PRIDE) ; 2D DIAL PANEL

▣ 품 명 : Segment LCD MODULE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변경후 : 제8419.20-0000호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정보를 표시

② 제3824.99-9090호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제8529.90-9990호

변경전 : 제8479.89-9099호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변경후 : 제9029.20-1090호

변경전 : 제8512.20-2090호
변경후 :

물품설명 :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
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지침판
품목번호 ;

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

▣ 품명 : ①led Elevating work platform

변경전 : 제8708.29-0000호
변경후 : 제9029.90-0000호

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변경전 : 제8708.29-0000호

변경사유 : 21년-5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과실수확용Self-propel 고가작업대) ;
▣ 품명 :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Compact 280,

물품설명 : 용액이 충전된 일회성 전자담배

② AERIAL LIFT; SJ3-3219

용 카트리지(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

* 위의 변경고시의 품목번호는 2022년 HSK(품목번호)로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설명 : 전동기 또는 엔진에 의해 바퀴가

로 충전된 용액 소진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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