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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지역은 20억 인구를
보유한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자 우리나라 제2의 교역·투자 대상으로서, 또 글로벌
GVC 재편에 따른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2019년 5월 2일 신남방지역 진출 전문상담 및 시장진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창구인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20.3월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로 확대 개편)’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스크의 해외조직으로 2020년 2월부터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뉴델리)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영업 지원, 그리고 CSR 활동 등 상대국
과의 상생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상담 사례집은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신남방지역
관련 고객 상담 중 문의 빈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37건의 무역실무, 투자
절차 ·환경, 관세·통관·세제, 규격·인증 등 분야별 상담 답변과 해외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유용한 홈페이지 정보 등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신남방지역 진출에 본 상담 사례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2020년 11월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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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수출용 제품의 국내 구매방법 및 부가세
…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의 국내 구매방법과 부가세율이 궁금합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의 경우 국내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가세가 포함된 일반 거래의 경우도 추후
수출이 입증될 경우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나 절차상 번거로우므로 가능하다면 수출 시 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1. 내국신용장(Local L/C)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 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입니다. 내국신용장의 개설, 통지, 매입, 추심
등 모든 업무는 U-Trade Hub(전자무역기반시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진행되므로 은행을 방문
할 필요는 없으나,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국내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영세율 거래이기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국신용장과의 차이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을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서식 첨부하여 드립니다.
붙임 :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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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 내국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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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USANCE 신용장 거래
…
한국에서 제조된 전자부품을 말레이시아 바이어에게 수출 추진 중
인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현지 바이어로부터 At sight 신용장(일람
불신용장)이 아닌 Usance 신용장(기한부신용장) 형태로의 대금결제
제안을 접수하고 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진규 전문위원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Usance 이자를 수출자 혹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 시 Banker's Usance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그리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Shipper's Usance 신용장(L/C)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바이어가 이자를 부담하는 Banker's usance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네고(Negotiation)와 추심(Collection)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립니다. 통상 At sight 신용
장으로 진행 시 물품 수출 후 거래 은행 창구로 수출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네고’를 하게 되면
수출업체 거래 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 측 은행으로 보내고 바이어가 이를 확인 후 대금결제
를 합니다. 이어서 해당 수출대금이 다시 수출자 측 은행으로 송금되며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의
외화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추심의 경우에는 환어음이 할인되지 않는
이유로 이자 차감 없이 신용장상의 금액이 (서류발송 비용은 공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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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수출 신용장 부분 양도
…
‘A’사는 태국 및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고무장갑을 ‘B’라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 ‘C’라는 미국 업체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B는 A에게, C는 B에게 L/C at sight 조건(또는 50% L/C, 50% T/T)
으로 결제할 경우, C로부터 B에 지불될 L/C 금액 중 일부를 B가 A에게
L/C 양도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국내 거래 은행과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L/C 양도조건을 L/C 지불조건에 포함시킬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하여 각 바이어 및 벤더와 Term sheet(주요거래조건)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L/C at sight : 일람불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출급되는 형태
* T/T : Telegraphic Transfer, 해외 전신환 송금

강진규 전문위원
B는 A에게 L/C at sight 조건(또는 50% L/C, 50% T/T), C도 B에게 L/C at sight 조건인 경우,
C로부터 B에 지불될 L/C 금액 중 일부를 B가 A에게 L/C 양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중계
무역’ 형태로 중간 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L/C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주거래 은행 외환부서와 선 협의 후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단, 미국
소재 바이어인 C가 개설한 신용장에 ‘L/C Transfer’ 문구가 필히 기재되어야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L/C 양도조건을 L/C 지불조건에 포함시킬 경우, Term sheet 협의 관련 미국 소재
바이어인 ‘C’와 상품 매매계약서 체결 시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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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유로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 하의 양도가 아닌, 원신용장
기재금액 · 단가가 감액되어 양도하는 조건변경부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에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하여 최초수익자가 전부(또는 일부) 양도통지서 발행의뢰 양식인
“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or Partial) Transfer”를 양도 취급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신용장 원본, 양도신청서 그리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서명감)신고서(국외양도일 경우
양수인의 오퍼)가 제출서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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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임가공 형태로 베트남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및 한국 세관 신고 유의사항
…
한국에서 제조된 기계 부품을 베트남 내 수출기업으로 선적하여
가공 및 조립 후 완제품을 내국 일반기업에 인도하는 경우 현지 세관
에서의 특혜관세 적용 여부 및 한국 세관신고 유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강진규 전문위원
● 현지 세관에서의 특혜관세 적용
베트남에서의 제조업 생산은 수출입 제조업(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수출)과 임가공 제조업
(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한 후 수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가공 제조업 혹은
임가공 무역은 수탁가공 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으로서 외국의 무역업자에게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이를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득액(임가공수수료)을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의 제공에 의해 외국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그
위탁자나 지정된 자에게 수출함을 의미합니다. 세관은 이러한 무관세 통관된 원자재에 대한
관리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관세청 공문 <내국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공문번호 6218/TCHQTXNK (2019년 9월 30일) 및 공문번호 1909/TCHQ-TXNK (2019년 4월 3일)>에 근거하여 내국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비관세 구역에 위치한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 내국기업 간 거래의 경우 베트남 특혜관세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 특혜 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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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외 기업과 베트남 내국기업 간 거래이나 베트남 기업이 내국수출 기업으로부터 물
품을 인도받는 경우 역시 베트남 최혜국 관세 대우 규정에 일치할 시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됩니다. 즉,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국가간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실행세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 기업들의 임가공 무역승인 신청이 베트남 세관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 기업의 임가공 능력을(해당 기업의
인허가여부, 원료 및 물자의 입출관리, 회계관리, 보관관리 등에 대한 검증) 검증하여 사전승인이
진행되는 바 이러한 승인 규정에 미달하여 승인이 거절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베트남 기업 입장에서의 임가공무역의 이점 |

임가공을 의뢰받은 베트남 기업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원재료를 이용해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생산자금문제, 원재료 구매문제, 판매문제 등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주로 저임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
관세법에 따라 임가공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지불이 면제됩니다. 베트남
내에서 부자재를 구입해서 매입부가세가 있는 경우 수출 후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기술 습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자체 브랜드로 생산
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세관신고 유의사항
임가공 형태로 수출된 물품의 소유권은 임가공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임가공 면세 규정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세관에서 신고 시 반드시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HS CODE, 품명/규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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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
…
베트남에 중고기계 수출 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동유 전문위원
● 베트남에 중고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정부에서 규정한 일정 수입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의 제작연도가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계
•기계의 능력이 최초 신기계의 85% 이상
•본 기계가 OECD회원국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일 것
그 외 수입 시 기업의 등록증명서, 기계의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와 수입 절차에 관해 상세히 설명된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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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 |

중고기계의 수입 과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기계만이 수입 가능
합니다. HS code에 따라서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래 요건
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고기계 수입이 불가합니다.

█ 적용 범위와 비적용 대상
●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제3국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이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기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고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됨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 2019년 4월 19일에 발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이하 Decision18)은 현행법(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N,
이하 Circular 23)) 수입요건과 몇몇 차이점이 존재함
•첫째로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과 기계류(Machinery, Equipment) 수입요건을 별도
로 구분한 점, 둘째로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셋째로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로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2-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임
•(참고) 현행법(Circular 23)에서는 중고기계 수입요건에 대해 ①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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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입에 관한 신규 요건
①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② 처음 설계된 생산 케파(capa) 혹은 효율성 대비 85% 이상의 성능
생산라인
(Technological lines)

· 품질을 보유해야 함
③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⑤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때 제조월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08년 1월
생산기계를 2018년 12월에 수입하려는 경우 {2018-2008=10년}
으로 계산함

•특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부록1>에
기계・설비류
(Machinery, Equipment)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15~20년 적용이 가능함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
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중고기계 수입 시 제출서류 및 절차
● 수입 시 요구서류도 현행법과 일부 차이점을 보임
•기업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고기계 제조업체의 품질증명서(제조연도 및 국가기술
(QCVN) 충족 여부) 원본과 함께 영사관 공증,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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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절차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위탁 수입의 경우 위탁서류가 있어야 함
생산라인
(Technological
lines)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
에 제출

③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이름, 제조연도, ② 해당 결의안 5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

(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감정 장소 및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날짜,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 국가기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
술표준(QCVN) 부합 여부, OECD 회원

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국 사용 여부 및 세부 내용 포함)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③ G7국가 및 한국에서 생산된 기계의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수입요건 충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
에 제출

기계
② 해당 결의안 6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
족 인증서 원본
・설비류
(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Machinery, •해당 증명서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Equipment)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도 첨부 필요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
④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업체
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검사기관
의 중고기계 감정증명서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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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인도네시아로의 중고설비 수출
…
인도네시아에 중고설비를 수출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판매를 위한 중고설비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을
위한 사용목적(제조업체)에 한하여 '중고 수입 가능 리스트'를 확인 후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일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설비 수입 신청을 한 후 신청서 승인 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제조/
생산자용 수입허가인 API-P(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중고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니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허가 신청
2. 인니 무역부의 승인을 득하면 중고기계/설비 검사 대행 기관(SURVEYOR INDONESIA)에 중고
기계/설비 검사 의뢰를 통해 중고 수입 전 중고기계/설비 검사를 선적지에서 실제 수검하여
고철이 아니고 중고 상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Certificate
of Secondhand Goods)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기계의 연식 제한은 없음).
3. 중고기계/설비 검사 후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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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 시 검사 보고서 및 인니 무역부 중고 수입허가 승인서 첨부하여 통관 진행
수입이 가능한 중고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고설비 수출 절차
[ 붙임 ]

| 중고설비 수출 절차 |

1. 수입 통관 절차
진행
순서

진행 절차

1

중고기계 수입허가
추천서 발급

2

쿼터 수입 허가서 (PI)
발급

3

LS (SGS)
CERTIFICATION 발급

4

상기 서류 및 회사법
인서류, 무역서류 구비

5

발행 서류

REMARKS

중고기계 수입 허가
산업부 추천서

약 10일 ~ 14일

쿼터 수입 허가서
(PI)

약 10일 ~ 14일

LS (SGS)
CERTIFICATION

약 14 일

FCL

SKEP, Shipping
docs, (B/L, P/L, C/
I, COO etc.)

약 10일 ~ 14일

선박 도착 전 수입신
고서 사본 발급

FCL

DRAFT PIB

6

선박 도착 후 세금
납부 및 전산 수입 신고

FCL

7

세금 납부 확인 및
통관 심사 단계 결정

세관

8

화물 및 서류 검사

세관

9

출고승인 및 배송진행
DEKLARASI NILAI
PABEAN(DNP)

해당기관
KEMENTERIAN
PERINDUSTRAIN
(산업부)
DEPARTMEN
PERDAGANGAN
(상공회의소)
SECOFINDO
(SURVEYOR
INDONESIA)

Green(간이심사)
Yellow(서류검사)
Red(화물 검사)

세관에서
Under Value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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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안내
1) 중고기계 수입 허가 산업부 추천서
•Surat Permohonan(산업부 추천 신청서)
•Surat Keterangan : 중고기계 제품 설명서
•Laporan Realisasi Import(이전 중고기계 수입 이력)
•Surat Pernyataan(수입 중고기계가 신규가 아님을 보증 서류)
•Surat Kuasa (위임장)
•Laporan produksi 2 tahun terlakhir(지난 2년간 귀사의 생산품, 생산량 리스트)
•회사 법인 서류 (NIK, API, NPWP, IUI etc,)
•Description of goods
•기계의 연식을 나타내는 기계의 전체 사진, 부품의 사진
•Description of goods / 설계도 혹은 팜플렛
•제조연월일이 기재된 기계 외부에 표착된 Name Plate 사진
•Packing list, Invoice
2) 쿼터 수입 허가서
•상기의 중고기계 수입 허가 산업부 추천서
•Surat Permohonan PI (PI 신청서)
•Surat Kuasa (위임장)
•Rencana dan alasan pemanfaatan BMTB(사용 계획, 목적 등 해당 기계를 수입하려는
사유)
•회사 프로필
•회사 법인 설립 완비 서류(NIK, API, NPWP etc.)
3) LS CERTIFICATION(선적 전 검사)
• Surat Permohonan LS (선적 전 검사 신청서)

22

신남방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 Description of goods / 설계도 혹은 팸플릿
•기계의 연식을 나타내는 기계의 전체 사진, 부품의 사진
•제조연월일이 기재된 기계 외부에 표착된 Name Plate 사진
•Packing list, Invoice
•회사 법인 설립 완비 서류(NIK, API, NPWP, IUI etc.)

3. 수입 서류 발급 절차
1) 중고기계 수입 허가 산업부 추천서
* HS CODE에 따라 진행 순서 1번 산업부 추천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HS CODE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① Surat Permohonan(산업부 추천 신청서)
② Surat Keterangan : 중고기계 제품 설명서
제조연도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시 제조 원산지로부터 기계로 인한 생산 결과 증명서
요함
③ Laporan Realisasi Import(이전 중고기계 수입 이력)
④ SuratPernyataan(수입 중고기계가 신규가 아님을 보증하는 서류)
⑤ Surat Kuasa(위임장)
⑥ 회사 법인 설립 완비 서류 (NIK, API, NPWP etc.)
2) 쿼터 수입 허가서 (PI) : (1)번의 중고기계가 수입 허가 산업부 추천서를 득한 후 발급 가능
•필요 서류
① 상기 산업부 추천서
② Surat Permohonan P I (PI 신청서)
③ Surat Kuasa (위임장)
④ Rencana dan alasan pemanfaatan BMTB
⑤ 회사 법인 설립 완비 서류 (NIK, API, NPW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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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S CERTIFICATION(선적 전 검사) : 상기 상공회의소로부터 (2)번 항목의 쿼터 수입
허가서(PI)를 득한 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① Surat Permohonan LS(선적 전 검사 신청서)
② Description of goods(화물 세부 사항)
③ 기계의 연식을 나타내는 기계의 전체 사진, 부품의 사진
④ 설계도 혹은 팸플릿
⑤ 제조연월일이 기재된 기계 외부에 표착된 Name Plate 사진
⑥ Packing list, Invoice

•SGS 검사 진행 절차
진행
순서

24

내용

해당기관

REMARK

1

SGS 허가 신청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가 나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인니 SGS에 신청 검사를 신청
Invoice 금액에 따른 검사 비용 청구
(약 USD 1,000)

2

상공회의소에서 수락되면
SGS 검사 신청

인니 SGS

상기 비용 완납 되면 인니 SGS 에서
선적지 SGS 로 검사 요청 들어감

3

선적지 검사 진행 및 완료

선적지
SGS 검사관

선적지 검사관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품명 및
제원들을 소상하게 작성하여
SGS 인니로 송부

4

선적지 SGS 검사서 바탕으로
SGS REPORT 발급받음

인니 SGS

5

상공회의소에
REPORT 제출 후
QUARTER 받음

상공회의소

6

상기 두가지 서류
일반 통관
서류와 함께 제출

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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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법인 서류
발급
순서

BAHASA
INDONESIA

KOREAN

ENGLISH

발급소요기간
(DAYS)

Business Permit

14 - 20

1

Izin Prinsip
사업허가서 또는 투
Penanaman Modal
자 원칙 허가서
(SIUP OR SK BKPM)

2

Akte Notaris
(lembar Depan saja)

법인 정관 (앞면)

Company Article Of
Association From
Public Notary

2

3

Surat Keterangan
Domisili (SKD)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

certificate of
Domicile

5

4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납세자 등록증

Tax registration
number

3

5

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

납세자 등록확인서

Tax Registered
Certificate

3

6

Tanda Daftar
Perusahaan (TDP)

사업자 등록증

Company
Registration
Cerificate

14

7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SPPKP)

부가세 신고 번호

Taxable
Entrepreneur
Confirmation Letter

14

8

Angka Pengenal
Importir (API)

수입 허가서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12

9

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

관세청 등록증명서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30

10

Kop Surat
Perusahaan

회사 헤드레터

회사 헤드레터

x

11

Stempel
perusahaan(contoh)

회사 직인(샘플)

corporate seal

x

상기 안내드린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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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KLARASI NILAI PABEAN(DNP)일 경우
통관 진행 중 세관에서 서류 검수 결과 인보이스 금액이 Under Value로 의심하는 경우 통관
진행을 멈추고 세금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재평가 시 세관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receipt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인보이스 Value를 최소 현지 시장 가격 70%의 기준치로 정하는 것
으로 행정지도 받고 있습니다.
Under Value로 판단한 경우, 추가 세금 뿐만 아니라 불성실 세금 신고로 인한 페널티까지
지불하여야 통관 진행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5. 서류 발급 시 유의 사항
현재까지 진행해 온 중고기계건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PI 의 선적항 오류
(예) 실제로 광양항에서 선적하였으나 PI상 선적항은 부산밖에 없어 통관의 애로사항 발생
쿼터는 수출국은 가능한 넓게 혹은 아예 제한을 두지 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KOREA SELATAN)
2) 선적전 검사 신청 시 Description of goods 기재 오류
상기 선적전 검사 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Description of goods상의 정보가 Name Plate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P/L, INVOICE 의 경우 실제 선적된 물량과 수량이 일치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전 검수한 중고기계 이외의 물품을 서류상 기재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작은 나사 혹은
부품이라도 서류상과 실제 선적된 내용이 다를 경우 통관은 불가능합니다.

26

신남방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2) CNTR을 열고 목측으로 관측이 가능한 기계도 SHIPPING MARK가 필요하지만, 박스로
포장 하실 때는 반드시 SHIPPING MARK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고기계 및 ACCESSORY / 부품 관련
중고기계를 들여올 때 기계 이외에 따로 분리된 부속품이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1 set로
보아야 하는지는 현지 세관 직원들의 기준을 알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 3)번 항목은 해당 중고기계에 어떤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파악 후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7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

07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인도네시아 딸기 수출 시 유의사항
…
한국 딸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입니다. 딸기 교역
시 유의할 사항과 한국 수출업체 알선 지원 등을 문의 드립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2019년 우리나라의 딸기 수출은 5,740톤 54백만불 규모로 전년 대비 14% 성장하여 신선농산
물 중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중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900천불이며, 수출
규모로 봤을 때 7번째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딸기의 주요 수출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농약안전사용지침(농촌진흥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농약 등록상황 및 잔류허용기준을 비교·검토하여 인도네시아의
식품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시기를 설정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딸기 재배 시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딸기는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품목은 아니나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과실류와 열매채소류는
식물검역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수출식물검역서 부기사항 기재란에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부기’하는 등 인도네시아 검역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 동남아로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 인도네시아 수출 의향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바이어의 입장에서 협의 시 국내가격과 관계없이 계약물량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
할 것인지 등에 중점을 두시길 권고드리며, 만약 산지 생산자 조직과 수출 공급계약을 맺고
현재 딸기를 수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발굴 시 더욱 좋을 것입
니다. 대상업체에 거래의사를 밝히고 이에 당사자 간 직접 소통채널 확보 및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수출시기, 공급물량, 대금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딸기 주산지 대상으로 딸기 수출업체를 물색하는 바이어로서 한국 농식품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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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출 및
유통동향, 검역조건의 변화 등 수출정보사항에 대하여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및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정보(KATI)’를 통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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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인도 바이어에 중계무역으로 수출 시
Switch B/L 발행
…
중국산 제지기계의 인도 수출 시, Switch B/L 발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강진규 전문위원
Switch B/L(Bill of Landing,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조업체와 계약 시 본선
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계약하고, 인도에 소재하는 업체(수입자)와 계약 시에는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또는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은(Merchandising Trade) 물품의 인도 방법, 즉, 물품이
중계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계무역 경우에는 중간상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나,
중개무역 시에는 최종 수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금액(FOB 가격)에서 수입금액(CIF 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으나,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신고 및 매출 정리에 있어서 중개무역은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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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특별한 양식 없음)를 근거로 하여 소득 신고기간(종합소득신고
익년도 5월 말까지)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일
자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유 시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선적일자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Switch B/L 관련하여 귀사에 의하여 선정된 포워더가 귀사(중계업자)에서 요구하는 중국에서
인도로의 해상운송을 이행하게 되며, 귀사의 명의로 된 선적서류를 인도 수입자에게 송부를 원
할 경우에는 Swtich B/L 발행 및 귀사에서 Invoice, Packing List를 교체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Switch B/L 및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를 교체하는 이유는 최초 수출업체인 중국
업체의 수출가격이 인도 바이어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Switch B/L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조업체와 계약 시 FOB조건으로 계약하시고, 인도
업체(수입자)와 계약시에는 CFR 또는 CIF조건으로 계약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선적(해상운송)
권한을 한국 귀사에서 가져야만 귀사에서 원하는 사항(중국 제조업체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Invoice 교체 등)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에 있어 Switch B/L 발행 절차는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업체가 선적
업무를 수행하며, 선적서류(B/L 등) 작성 시 Consignee(수하인)는 한국 소재 귀사로 기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 소재 포워더는 귀사와 계약된 한국 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C/I,
P/L)를 송부하면 한국 포워더가 B/L상의 Shipper를 한국 귀사, Consignee를 인도 수입자로
변경한 Switch B/L 발행 및 귀사(중계업자)가 Switch B/L을 근거로 작성 변경(단가, 금액)된 C/I,
P/L을 한국에서 계약된 인도 포워더 및 바이어에게 송부하여, 교체된 선적서류로 인도에서
수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최초 수출업자 및 수출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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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무역실무(수출 절차 등)

필리핀 바이어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무역거래 제안
…
필리핀 바이어가 현지은행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대금을
입금해 놓을테니 빠른 선적(shipping)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
니다. 물건을 선적(shipping)하면 이 계좌를 통해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승구 전문위원
에스크로 계좌(실시간 거래 이체, 가상계좌)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 간 P2P
거래의 매매 보호를 위해 이용하고 있고, 현금성 거래에 한해 안전거래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전자상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서는 무역거래(3자 개입하는 거래는 불가)에 허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내국
거래에 한하여 서비스 실시 중입니다.
본 필리핀 바이어와의 거래에서는 바이어가 해당 은행에 최종적으로 물품 수령을 확인, 즉, 거래
완료를 하여야 수출자(한국 거래선)가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거래는 외환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크로 계좌라 해도 현지 거래선이 외화 송금의뢰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야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다 해도 상당 부분은 계좌주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무역사기에 이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의 신뢰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T/T 송금이나 L/C 거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에스크로 계좌 이용 거래 도식도를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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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계좌 이용 거래 도식도 |

➎ 거래조건 이행 (상품 배송 등)
판매자(수취인)

구매자(송금인)

➐ 대금지급

에스크로 계좌

➌ 에스크로 이체 (결제대금 예치)

➏ 구매승인 대( 금지급 요청 )

판매자 계좌

➋ 에스크로 접속

➍ 거래합의 대( 금예치 확인 )

➊ 거래체결 (상품 주문)

구매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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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 절차·환경

베트남 법인 투자 및 등록 절차
…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건비등이 저렴한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검토 중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 기업 설립을 해야 하며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동유 전문위원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과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 등을 포함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투자허가청에 IRC(투자등록증)를 신청 및 발급
② 기업등록청에 ERC(기업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
③ 신문에 공고하여 법인 등록 전파
④ 회사의 인감을 제조, 세무서에 등록
⑤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자금 입금, 비용 출금
⑥ 종업원을 구인하여 회사의 업무를 개시
더욱 상세한 투자 허가 및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 1. 베트남 투자 허가 및 기업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2.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한국 측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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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 베트남 투자 허가 및 기업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

1. 적용 법률 : 신투자법 및 기업법(2015년 7월 1일 발효)
2. 일반적인 회사 설립 절차
① 투자자의 법적 필요서류의 번역과 공증
② 투자등록증(IRC) 신청
•신청서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공장/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최근 2년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투자자의 재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정관 자본금으로 출자할 자산 목록 및 관련 서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회의록 및 결정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등록증(IRC) 발급 소요기간 : 15일(국회, 총리, 지방인민위원회 투자승인 대상
프로젝트 제외)
③ 기업등록증(ERC) 신청
•신청서
•투자등록증(IRC) 공증 사본
•베트남 내 신설법인의 법적 대표자 여권 사본
•베트남 내 신설법인의 정관
※ 기업등록증(ERC) 발급 소요기간 : 영업일 3일 이내(발급번호 자체가 세금코드가 됨)
④ 신문을 통한 법인 설립 내용 전파(연속 3일)
⑤ 법인 인감*의 제작 및 관할 관청에 통보
* 인감은 인감 제작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 인감의 개수 제한 없음

⑥ 자본금 납입을 위한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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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순번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한국 측 준비서류 |

필요준비서류

처리방법

1

한국 본사법인
통장 잔고증명서

사본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거래은행에서 영문으로 베트남대사관인증
잔고증명서 발행
(거래은행에 영문본
잔고증명 발급을 요
청하면 됨)

2

한국법인의
기업정관

회사 보유 정관

3-1

국세청에서 영문발급
한국법인의 사업자
가능(hometax.go.kr
등록증 등본
에서 발급)

3-2 법인등기부 등본

4

한국법인 대표의
여권 공증본
(여권을 가지고
오셔도 무방)

5-1 임명장

6

등기소 발행
(인터넷 발급 가능)

비고

번역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번역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번역 공증 +
여권 사본 스캔본 필요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영문으로 작성

사실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영문으로 작성

사실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한국법인의 대표가
임명하는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주는 임명
장과 위임장

베트남법인의
설립업무 대행자에
영문으로 작성
대한 위임장 (영문
공증본)

사실 공증 +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한국법인의 대표가
베트남 법인설립업
무를 담당하는 업무
대행자에게 법인 설
립 업무를 대행

5-2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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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필요준비서류

발행방법

7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
립할 경우 사무실 (법
인장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사무실도 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능하므로 별도의 사무
사무실 임대 계약서 실을 임대할 필요는 없
(베트남 현지 공증) 으나 사무실과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집
이나 사무실을 임대 계
약하고, 임대인과 임차
인에게 계약을 해야 됨)

8

베트남 설립법인의
명칭(영문) 한국법
인명을 그대로 사
용해도 무방함

9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사업범위를 그대로 등
재할 수 있으며 법인
베트남 설립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사업
영업 범위(사업 범위)
범위 외에 추가로 등재
할 사업범위가 있으면
별도로 기재

10

투자 법정자본금을 반
드시 전액 베트남에 가
져올 필요는 없으며 다
베트남 설립법인의 만 한국법인의 잔고증
명서를 기준으로 투자
투자 법정자본금
법정자본금 액수를 정
액수
하시기 바람(보통 건설
법인의 경우 30만 달러
이상으로 등록이 가능)

처리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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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8

필요준비서류

발행방법

11

총 투자자금의 액수는
베트남에서 진행될 사
업의 규모를 대략적으
로 추정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다른 업체의 경
우 사업계획서에 의해
베트남 설립법인의
총 투자자금을 기재하
총 투자 자금 액수
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
예상 투자금액을 정하
여 기재를 하고 있음 –
추후 변경이 가능하므
로 총투자 자금 기재로
고민하지 않아도 됨)

12

베트남 설립법인의
베트남 내 사업계
획서(영문본)

13

베트남에 들어오는
설비 및 장비의 내
역 및 금액

14

한국법인의 지명원
(영문본)

15

한국법인의 최근
국세청에서 영문발급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가능 (hometax.go.kr
에서 발급)
(영문공증본)

16

베트남법인의
법인장의 여권
공증본 1부 및
사진 8장

17

한국법인의 대표
및 베트남 법인장
의 한국 내 거주지
영문 주소

처리방법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번역 공증 +
여권 사본 스캔본 필요 외교부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인증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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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자 절차·환경

베트남 개인사업자 투자 가능 여부 및
투자 자본금 규정
…
베트남에서 한국과 같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와 베트남 투자 후 자본금 납입 시기 및 기존 베트남 법인에
대한 자금 공여 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자본금 규정
베트남의 경우 금융업, 항공업, 부동산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만 최소/법정 자본금이 요구되나,
대다수의 일반 사업 분야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단, 투자등록 시 투자자의 재정
능력 증명이 필요하고 자본금은 적어도 1~2년간의 법인 운영비(임대료, 임금 등)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 시기
법인설립 후 법인등록증(ERC)의 발급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전액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베트남 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역외(임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자본금 계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기존법인에 대한 자금 공여 방법
기존법인에 대한 자금 공여는 대여금 형식의 대부투자로 가능합니다. 대부투자의 경우도 지분
투자(자본금)와 동일하게 한국 내 주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이자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를 근거로 해외직접투자 승인이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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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 절차·환경

베트남에서 기업 운영 시
법인장의 책임과 의무
…
베트남에서 기업운영 시 법인장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
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동유 전문위원
법인장은 베트남 법인의 법률상 최고운영자로서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업법 등에 따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고 신중히,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책임과 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기업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각 권리와 의무를 기업을 대표하여 행사
하고, 중재원, 법원 앞에서 원고, 피고, 관련된 이해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타 법률에서 정한 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법률상 대표자를 둘 수 있다. 회사 정관은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구체적인 월급, 관리 직함과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3. 기업은 언제나 최소한 1인의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률상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기업이 1인의
법률상 대표자만 두었을 경우 그는 베트남에 거주하여야 하며, 베트남을 떠나 출국할 때에는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다른 사람에게 문서로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 대표자는 여전히 위임한 권리,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권한위임의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베트남에 돌아오지 않고 달리
권한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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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개인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b) 위임받은 자가 여전히 계속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돌아와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까지 또는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가 다른 사람을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5. 기업이 단지 1인의 법률상 대표자를 두고 있고, 이 자가 30일이 넘도록 베트남에 있지 아니
한데 다른 사람에게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망, 실종, 구금, 징역형의 선고,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회사 소유자,
사원총회, 이사회는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로 지명한다.
6. 2인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인 개인 사원이 구금, 징역형의 선고, 도주,
민사행위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밀수, 가짜 물건 생산, 불법 영업, 탈세, 각종
사기와 기타 형사법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권한 행사가 금지된다면,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른 사원이 자연히 회사의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7. 특별한 경우, 법원이 법원에서의 소송과정 중에 법률상 대표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의 책임
1.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a)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하고, 신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한다.
b)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며 기업의 정보, 비밀, 사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사익 또는 다른
조직,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위, 직무를 남용하거나 기업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c) 기업에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다른 기업의 소유자 또는 지배 주식, 출자지분을 가진 그들의
관계자에 대한 일을 제때 충분하게 보고한다.
2. 기업의 법률상 대표자는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으로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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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환경

베트남 현지진출 기업 대상 지분 양수도
…
당사는 안산에 위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2018년
베트남 내 제조업 영위 현지법인 A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당사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
S사에게 베트남 현지법인 A사의 지분 100% 양도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즉, A사와 S사는 당사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기업으로
S사와 A사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당사 보유 A사 지분을 국내법인 S사로 양도 가능 여부
2. 국내법인 간 지분 양수도를 할 경우 신고 필요 여부 및 그 절차
3. 2번 절차 이외에 국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적인 절차 유무

강진규 전문위원
1. 첫 번째 질의 관련하여, 귀사(H사)의 베트남 빈푹성 소재 A사 지분을 국내법인 S사로 지분
100%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귀 H사와 국내법인 S사는 ‘특수관계자’이므로 관할 세무서로
양도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득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2. 두 번째 질의 관련하여, 국내법인 간 지분 양수도시 H사는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그리고
S사는 해외직접투자 신규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사 및 S사는 주거래은행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세부절차는 개별 주거래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 질의 관련하여, 비록 양수도 업체인 H사 및 S사가 베트남이 아닌 대한민국에 소재함
에도 불구하고 양수도에 수반되는 일체의 외환거래는 양사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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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환경

말레이시아 투자 시의 자본금 규모
…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투자 추진 중으로 최소자본금 규모 및 투자
상한선 확인이 필요하며, 자본금 관련 향후 운영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승구 전문위원
투자 상한선은 없으나, 수권자본금에 따라 기업등록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납부하는 등록수수료율이 다릅니다. 말레이시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및 기업
등록위원회 규정상 최소 납입자본금은 2링깃으로, 본 최소자본금으로 외국인도 현지 법인 설립
이 가능하며, 법인 이사의 현지 거소 여부와도 상관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시에 외국인 취업비자(Working Permit)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링깃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업종별로 최소 50만∼100만 링깃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특히 도소매,
무역 및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100만 링깃이 필요해 소액투자 사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 법인 설립 후 운영을 위한 주재원 파견 시 상기 자본금을 증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법상 반드시 현지 법무사를 선임한 후 이를
통해서만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후 사업면허를 별도 취득하여야 현지에서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현지 투자 관련하여 더 세부적인 정보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한국사무소(T.02-733-6130∼1)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면허 취득 조건
•제조업 : 자본금 250만 링깃 & 종업원 75명 이상(외국인 100%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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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CIDB면허* / 현지지분 최소 70% 이상 상시 건설면허 획득 가능 / 면허등급(G1~G7)에
따라 참여 가능한 공사규모가 제한됨
* CIDB :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JKR)의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의 건설을 관리

•판매업 : WRT면허* / 외국 기업은 자본금 500만 링깃 필수 / 말레이 기업 10만 링깃
* WRT : Wholesale and Retail Trade,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DTCA)에서 발급하며 유통
업, 수출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면허임

•대형유통매장 : 푸미트라(말레이계) 최소 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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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환경

태국에서의 합작투자 시 유의사항
…
현지 내수 진출을 위한 합작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합작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합작투자 시 주의사항으로서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 상의 애로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도 중요한 점은 합작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작의 목적이 그 투자국
의 내수기반 구축 및 판매라면,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파트너 선정
및 경영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 성공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성공 사례들은 모두 적절한 파트너를 선택하여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 사례들입니다. 합작투자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타인과 분담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을 분산 가능
•단독으로 조달 시 어려운 자금이나 기술을 용이하게 조달
•사업체에 직접 투자한 합작파트너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
특히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합작인 경우는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실리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진출에 따른 위험 감소
•현지 파트너가 가진 시장지식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현지 마케팅 관련 자산, 현지 유통
경로나 브랜드 인지도의 공동 활용 가능
합작투자인 경우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 상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회사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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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활용하여 과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이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지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소수 주주가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데
이사지명권, 우선주 발행,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2/3의 절대 다수 의결 및 승인 요건 설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 및 재정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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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통관·세제

신남방 국가 수입관세 검색 방법
…
수출 시 또는 삼각무역 시 아세안 국가들의 수입관세 및 FTA 양허
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는 다음의 2가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관세율
표’ 로 들어가면 국가별 검색 가능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
req?idx=PG0000000090) : 상단 검색창에서 국가 설정 후 HS Code 입력하여 검색 가능
상기 사이트에서는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및 한-아세안 FTA 또는 한-인도 CEPA 양허 수입관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수출을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이 필요할 경우는 국별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 http://eservice.insw.go.id/
•말레이시아 :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인도 : https://www.indiantradeportal.in/
•태국 : http://itd.customs.go.th/igtf/viewerImportTariff.do?param=langEn
•필리핀 :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
•베트남 : https://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캄보디아 : http://www.customs.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cambodia-2017/
•아세안 : http://tariff-finder.as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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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경우 주류, 담배, 차량, 석유제품 외에는 수입관세가 없으며, 라오스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수입관세 검색 방법에 대한 안내
파일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붙임 : 아세안 국가의 수입관세 검색 방법 안내
[ 붙임 ]

| 아세안 국가의 수입관세 검색 방법 안내 |

➊ 태국 관세율 조회 방법
1. 태국 관세율 조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2. 좌측 메뉴, Search for Import Tariff 선택합니다.

3. HS code 입력 후 Search버튼을 누릅니다. (HS code 입력 시 숫자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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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우측 하단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All 선택하고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합니다.

6. ASEAN-KOREA FTA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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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의 HS코드는 모르고 영문명을 알고 있다면 Description:에 입력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8. 입력한 영문명과 가장 일치하는 HS코드를 누릅니다.

9. 5와 6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관세율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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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말레이시아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tariff.customs.gov.my/)
2. 화면 상단 좌측에 Tariff Type 에서 AKFTA(한,아세안)를 선택합니다.

3. Keyword란에 HS코드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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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 테이블에 관세율 및 Sales Tax 등 각종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5. HS Code를 모를 경우, Search Criteria: Item Discription 고르고, Keyword란에 연관어를
넣어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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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도네시아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eservice.insw.go.id/)
2. 화면 상단 좌측에 Tariff Type 에서 AKFTA(한,아세안)를 선택합니다.

3. PARAMETER에서 HS코드를 고르고, Keyword란에 HS코드를 입력 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4. 입력한 HS코드의 하위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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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되는 페이지 하단에 AKFTA 관세율 및 Sales Tax 등 각종 관세 및 규제 정보가 게시되
어 있습니다.

6. PARAMETER 에서 Description를 고르고, Keyword란에 제품의 영문명을 입력 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7. 제품의 영문명에 해당하는 링크가 나오나 들어갈 수 없고 알아낸 HS코드로 재검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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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베트남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customs.gov.vn/home.aspx)
2. 화면 상단 메뉴 중 Tariff Search 선택합니다.

3. PARAMETER 에서 HS CODE를 고르고, Keyword란에 HS코드를 입력 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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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화면에서 관세율 및 Sales Tax 등 각종 관련 정보가 보입니다.

5. 제품의 HS코드를 모르는 경우 제품의 영문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6. 제품의 영문명과 일치하는 결과를 찾은 후 링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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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상세분류가 보입니다.

8. 앞에서 선택한 품목에 여러 관세율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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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필리핀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2. 가운데 Please start your search here 버튼을 누릅니다.

3. Tariff schedule에서 AKFTA를 선택하고, 해당 연도와 HS코드/키워드 입력 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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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결과 중에 HS코드로 들어갑니다.

5. 표시되는 페이지 하단에 MFN, AKFTA 관세율 및 원산지 판정법 등의 정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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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라오스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laotradeportal.com)
2. 언어설정을 영어로 변경합니다. (Lao ➡ English)

3. Database에서 Search Tariff Rate를 선택합니다

4. HS코드나 Description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넣고,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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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목 세부내역(Product Description)을 보고, 해당 HS코드를 선택합니다.

6. 페이지 하단에 관세율 및 각종 규제 정보 확인합니다.(현재 홈페이지 내 AKFTA 정보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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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캄보디아 관세율 조회 방법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customs.gov.kh/en_gb/)
2. 일반관세는 [Publications and Resources]를 선택하고 [Customs Tariff of Cambodia
2017] 누릅니다.

3. 검색창에 HS코드 최소 4자리 기입 후 돋보기 모양 버튼 누릅니다.

4. HS코드의 4자리 품목(현지어, 영어 병기, 파란색 표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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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율(CD), 특별세(ST: Special Tax), 부가세(VAT)를 우측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한아세안 특혜관세는 [Publications and Resources]에서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Agreements]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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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SEAN and Korea 란 아래 ASEAN Korea Schedule 좌측의 PDF 파일(2018년도까지
관세율)을 다운로드합니다.
.

6-3. 한-아세안 FTA 관세 자료는 캄보디아 항목에서 얻습니다. (http://www.fta.go.kr/main/
situation/kfta/lov5/as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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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인도 관세율 조회 방법

● 현지 관세율 사이트
1. 현지 관세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indiantradeportal.in)
2. IITC-HS Code나 Product Description 입력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세부품목을 지정해서 수입(Import)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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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outh Korea, CEPA를 체크하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4-2. 보통의 경우는 표시된 곳에 관세율이 보입니다.

● 트레이드 내비 이용
1. 다른 관세율 조회 방법은 트레이드 내비에 접속합니다. (http://www.tradenavi.or.kr)
2. 대상국가를 인도로 설정하고 HS코드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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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코드를 눌러서 상세정보로 들어갑니다.

4. 해당 HS코드에 대한 관세 및 규제가 표시됩니다.
(*현재자료는 참고용으로 자세한 분류는 현지세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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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통관 ·세제

축산물(또는 식육가공품)
수출 가능 여부 및 검역 조건 확인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축산물 및 식육가공품 제조유통업체
입니다. 이번에 해외로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한국산 축산물(또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별 수입제한 여부와 수입 시 검역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이
가능한 경우 검역 시행장 지정, 수출작업장 등록 등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입국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림축산
검역본부 인터넷 검역 지원서비스 사이트(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show=Y)
에서 국가별,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와 검역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조건이 없는 국가라도 수입자가 자국 검역 당국과 협의한 검역 조건을 제시할 경우 검역
본부는 수출자가 검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출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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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통관 ·세제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FTA용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발급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한-ASEAN FTA용 원산지 증명서(C/O)는 AK Form이라고도 함

천정원 전문위원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하였고, 대한민국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간 상호 적용됩니다.
품목별 FTA 양허 관세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또한 최초 C/O 발급 시에는 수입자와 C/O 양식을 공유하여 내용 등을 확인하시길 권유합
니다. 이하 구체적 발급 방법입니다.
█ 발급 방법
한 · ASEAN FTA는 원산지 증명에서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
회의소나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자 혹은 대상국의
수입자는 FTA용 C/O발급을 받아야 한 · ASEAN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 기준
● 일반 : 세번변경-4단위 CTH(Change of Tariff Heading) 또는 부가가치-RVC(Regional
Value Contents)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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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계산법
한·아세안 협정의 부가가치계산법은 공제법, 직접법 중 국가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우
리나라는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제법 : RVC = [ (FOB-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x 100
•직접법 : RVC = [ 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x 100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상공회의소)
[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신청자 서명

전자인증서

등록

구입

홈페이지

로그인

증명서 작성

상공회의소

발급

인증

(출력)

█ 제출 서류
● 공통 준비 서류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기준별 입증 서류
•완전생산기준
1)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중간 수매 조합법인
이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 대체 인정서류(법령에서
인정한 서류로 한정)
2) 생산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연명부
3) 직접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배, 수확, 채집, 양식, 출생 및 사육 등을
수행하였다는 증빙 서류
4) 기타 심사자가 요구하거나 완전생산물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세번변경기준
1) 제조공정도(동일 물품 반복 수출 시에는 최초 한번 제출)
2)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 수출완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등의 내용이
정확한 지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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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산 원재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
확인서
4)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적용 협정, 품목번호, 모델/규격,
수량 등을 심사)
5) 기타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기존에 제출토록 하였던 원재료의 구매증빙서류는 제출 면제

•부가가치기준
1) 제조공정도 : 세번변경기준과 동일
2)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 세번변경기준과 동일
3) BOM(Bill of Material; 소요부품원가명세서) : 무역인증 홈페이지 양식 및 자료실에 있는 BOM
양식 사용 권고, 개당 단가로 작성하되 적용환율과 부가가치율 및 계산근거 명확하게 기재
* 원재료의 단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 또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재료수불부상
전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

4) 원산지가 한국인 원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
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등을 심사
5)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서(적용 협정, 품목번호, 모델/규격,
수량 등을 심사)와 해당원재료의 가격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
•가공공정기준
1) 해당 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또는 제품 생산 설명서(사진 포함)
2) 기타 심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부역내산원재료 사용기준
1)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조합으로 일부원재료를 국내산 또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
2) 해당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산 : 원산지(포괄)확인서 / 역내산 : 원산지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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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기준
각 기준에 따른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
추가 유의사항으로 한-ASEAN FTA 외에 ASEAN국가들과 독립적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비교하시어 더 유리한 FT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자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양자 FTA 양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조미김의 베트남 수입 시 변경된 조미김 HS Code(2008.99)에 따른 FTA 관세는
한-베 FTA에서는 변경이 없으나(0%), 한-ASEAN FTA에서는 상호대응세율(30%) 적용으로 관세가
증가하므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O)를 한-베 FTA 양식(VK Form)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FTA 종합지원센터(http://fta1380.or.kr)에서 제반 관련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한-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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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한-ASEAN 원산지 증명서 양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Reference No.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known)

□

Departure date: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Vessel's name/Aircraft etc.: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Port of Discharge
5. Item
6. Marks
7. Number and type of
number
and
packages, description of
numbers
goods(including quantity
on
where appropriate and
packages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8. Origin
9. Gross
10. Number
Criterion
weight or
and date
other
of
(See Notes
overleaf)
quantity
Invoices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2.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Back-to-Back CO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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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ㆍ포장형태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CTH 또 는 RVC 40%
이상인 물품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
산된 물품)

CTC
WO-AK
RVC
%
(예 :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캄보디
아와 미얀마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 서식 개정안 시행 후 2년 동안에는 사용된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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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통관 ·세제

인도에서 한국 인력의 현지 용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용 제지 기계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인도 업체와 계약이 성사되어 제지 기계를 연말에 납품할 예정
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중국 제품을 100% 아웃소싱하여 중국에서 인도로
설비를 수출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B/L은 스위칭하여 저희 회사 이름
으로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기계의 인도 내 설치 시점에 한국 인력이 인도 현지로 이동하여
설치 감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도의 외국인 원천징수 관련 세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규 전문위원
인도지역이 아닌 한국 본사의 직원이 인도로의 단기출장 형태로 인도 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 차원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 이슈이며, 둘째는 개인 차원에서 출장자의 소득세 부분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법인의 본사 출장자나 법인소속 직원의 사업 활동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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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PE)를 의미합니다. 인도에서는 법인,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 등 실질적 비즈니스의 주체
는 물론 사무실, 작업장, 창고, 농장, 판매점, 건설현장 등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질의 내용에 기재된 설치 감독 용역은 인도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이므로 인도 세무
당국에 의한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인도 조세 협약에
따라 기술용역료의 최고 원천징수 세율인 10% 공제 후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인도 현지기업이
대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거래에서 한국 본사는 인도 내 원천소득 및 납부 세액이 존재
하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한국 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인도 현지에서 12개월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서비스로 인한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판례에 따르면 183
일을 산정하는 것은 개인별 체류일이 아닌 법인이 보낸 사람을 통산한 법인의 체류일로 판단
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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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세제

인도로의 전시용품 반·출입
…
전 세계적으로 전시용품에 대해서는 간편한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세관원의 재량으로 관세 부과 등을 하고 많은 서
류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통관이 어렵고, 반출 시에도 동일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문의드립니다.

김승구 전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면 전시용품에 대하여 인도 현지에서
관세, 부가세 및 부가담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서류도 까르네 증서로 대체하여 복잡
한 통관서류 작성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도에서 반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ATA 협약국 중 인도는 전시용품과 직업용구(방송장비, 점검보수를 위한 장비 등)만 가능하며
기타 상업용 샘플이나 포장용기, 과학장비 등은 까르네증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ATA까르네 증서
•약 80여 ATA 협약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써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고 관
세/부가세/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가능
※ 주요 ATA 협약국 : 미국, EU, 호주, 터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인도, 동남아(싱가폴,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CIS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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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세제

인도 거래선의 인수 거절 시
재선적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
인도 현지 거래처가 코로나 창궐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핑계로
통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수 거절을 할 경우 재선적(Ship back)
이 가능한지, 피해금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
드립니다.

김승구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재선적(Ship back)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인도 세관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
습니다. 현지 도착 물품에 대해 재선적 추진 시 인도 세관에서는 현지 바이어(거래선)의 물품포
기승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거래선이라면 이 포기승인서를 주어 재선적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선들은 이를 악용하여 또 다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
래선이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관지연에 따른 체화료(Demurrage charge)도 매일 증
가하고 있고 재선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지 바
이어와 가격 조정,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조속히 통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도 Ship back 어려움을 이용한 현지바이어 악용 사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여 현지 세관원과 결탁해 통관을 하지 않
고 재선적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네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T/T 거래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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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세제

인도 생산법인에 중고 생산설비
현물 투자 가능 여부 및 통관·관세
…
인도(카르나타카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관련 장비들 중 일부는
중고 권선기(HS Code 8479813000)와 중고 특성시험기(HS
Code 9033.33)로 현물투자 하고자, 한국 본사에서 수출하고 현지
법인에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 대금 결제 관련 - 현물투자 형태 가능 여부와 절차
2. 통관 - 현지 통관 가능 여부 및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FTA・국내 중고장비에 대한 FTA 활용 여부 및 관련 사항
4. 중고장비 가격 - 중고장비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 결정 관련 사항들

김승구 전문위원
1. 대금 결제 관련 : 현물투자 형태 가능 여부와 절차
➡ 현물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인도 기업등록청에 외자투자 승인 시 사전에 투자금액에 대해 현금투자와 현물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입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 승인이 완료된 경우라면 추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통관 : 현지 통관 가능 여부 및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생산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고 생산설비로 분류된다면 통관 가능합니다. 단, 인도는 통관
시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요구 및 검사를 진행하고 세관원에 많은 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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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투자승인서 상에 현물투자로 기 승인되었고, 상기
언급한 중고기계설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관
서류로는 중고기계설비 감정사가 발행한 감정평가서(CEC)가 필요하며 이외는 일반 기계류
설비 수출과 동일합니다(BL, PL, CI).
3. FTA : 국내 중고장비에 대한 FTA 활용 여부 및 관련 사항들
➡ 한・인도 간 FTA (CEPA)에 의한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HS Code 8479.8130 : 인도 세목에는 8479.8100만 존재하며, HS Code 적용은 현지 관세청
재량이니 최종적으로 현지 법인을 통해 인도 관세청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HS Code 8479.8100 적용 시)
CEPA 협정세율 : 5%(기본관세 7.9%이나 협정세율 적용), 사회보장세 : 10%(기본관세 Base),
부가가치세 : 12%
② HS Code 9033.33 : 인도 세목에는 9033.00만 존재하며, HS Code 적용은 현지 관세청 재량
이니 최종 현지법인 통해 인도 관세청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HS Code 9033.00 적용 시)
CEPA 협정세율 : 0%(기본관세 7.5%이나 협정세율 적용), 사회보장세 : 0%(기본세율 10%
이나 0% 적용), 부가가치세 : 18%
4. 중고장비 가격 : 중고장비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 결정 관련 사항들
➡ 최종적으로는 인도 현지 세관이 기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인도 세관이 중고기계설비의 관세 결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Chartered Engineer)가 발행한
감정평가서(CEC)를 기준으로 통관 시 부과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도 세관이 제출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지의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발급은 한 국내 전문법인의 중고기계
설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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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세제

베트남 일반기업에서 EP 기업으로
설비 반입 시 관세 유예 또는 환급
…
당사(한국업체)가 베트남 내 일반기업으로 설비 제조 의뢰하여 제조
후 해당 설비를 EP 기업*으로 이동할 때의 관세 문제 관련 문의드립
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자 계약 형태로 베트남 보세지역 내
소재한 바이어가 한국업체로 설비 주문을 하고 이의 제조를 베트남
내 비보세구역에서 제조하여 보세구역 내 베트남업체로 반입 시 관세
유예 혹은 환급에 대한 것입니다.
* EP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베트남 정부 공포 Decree
29/2008에 의하면 EP 기업은 Export processing Zone에 소재하거나 산
업단지에 소재하며 생산한 제품을 대부분을 (실무적으로 95% 이상) 수출
하는 기업으로 정의됨

김승구 전문위원
공산품이 아닌 설비의 경우에도 EP 기업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유예됩니다. 다만, 동
건의 경우 NON-EP 기업이 수입 후 공급하므로 ‘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베트남 법령 Vietnam Tax Law 107_2016_QH13 Article 16에는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
용된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면제(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관세 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
출용 원부자재는 물론 수출제품 제조용 설비도 EP 기업이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EP의 면세기한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기별 혹은 회계연도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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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Liquidation)을 거쳐야 하므로 매년 수책보고를 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더라도 생산에 계속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수책보고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계속하여 면세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당해 세관에 청산(Liquidation) 신고 의무가 있으며, 남은 자재에 대해서는
차기 이월이 가능하고(사전 공문 작성 및 접수 필요), 차기 이월이 불가능한 재고일 경우 남은
재고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재고를 청산 후 본래 수출국으로
재선적(ship back)하는 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경우는, 수입업체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 원재료 등 수입 시 판매처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로 일반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수입 즉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후 제조과정을
거쳐 EP 기업에 납품 또는 판매할 경우에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 환급은 불가한 것이 실무적
관례입니다.
Circular 38/2015/TT-BTC Article 114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
고, 추가 가공을 위해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가공 후 수출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법령 내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그대로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및 환급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별 청산
(Liquidation)을 거쳐야 하므로 매년 수책보고를 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더라도 생산에 계속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수책보고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계속하여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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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 ·세제

베트남 장기 파견 근로자 세금 처리
…
본사에서 베트남 현지에 근무할 근로자를 장기간 파견 근무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현지 비자 등 출입국 사항과 근로자의 급료 등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유 전문위원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광비자 이외에는 모두 노동허가 또는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비자를 취득하여야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재원 파견이든 현지 법인과의 계약이든 노동허가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노동
허가서를 근거로 최대 2년간의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주재를 목적으로 한 파견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의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입증 서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정서,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또는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지국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 베트남 내에서 통합 소득세 계산 및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구체적으로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지 체류 또는 주택 임대계약 체결자는 베트남 정부에서 과
세를 하도록 양국 과세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월급 및 체재비를 일괄 지
급하더라도 해당 파견자는 베트남 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에서 중복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외국 세액 납부액은 공제처리 됩니다.
과세되는 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가지는 개인은 각각의 개인 세금 코드가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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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경우 개인은 원천징수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 신고 코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개인이 각자의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지에 귀사의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없이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단기 비자를 연장하는 형태로만 체류가 가능하며, 최초 3개월 비자 발급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최대 6개월 이상은 체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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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통관 ·세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 후
제품 완성 후 재수출 시 관세 환급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 완성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될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 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물품의 수출 전 1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서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
네시아 내에서 사용 및 소비되지 않은 원자재이며 환급 제외 대상과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제외 대상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규정 위반에 따른 벌과금
● 환급 절차
1)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2) 수입 증빙 서류(수입된 제품 및 원재료 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 서류)
•담당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환급 결정, 환급 승인 시 신청금액의 75%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 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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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관세 환급 지시서 3부 작성
•원본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국영은행과 예산국장에 각각 송부
4) 환급금 지급
•국영은행에서 환급 지시서의 진위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지급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인 환급까지는 시
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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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세·통관 ·세제

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규정의 변경에 따른 대응
…
인도네시아 거래선과 300억 원 규모의 방호복 수출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거래선이 빠른 선적(shipp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승구 전문위원
인도네시아 관련 법규 변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품목
에 적용했던 수입제세 면제규정(No 83/PMK No.04/2020)을 재무부령 2020년 제83호(nomor
83/PMK.04/2020)를 통해 7월 7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화물적하목록 날짜가 7월 7일 이후인 경우는 기존에 면제혜택을 받았던 수입제세(수입관세,
VAT, 특소세, 선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 이행 시 현지 단가 상승으로 거래선이
물량 소화를 못하여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인수거절 등 무역 분쟁 가능
성이 있으며 무역 사기, 분쟁 후 이익취득 등의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거래 시 특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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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세·통관 ·세제

인도네시아 서비스 거래 시 비거주자
증명 발행 요구
…
서비스 거래(배당,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등) 시 비(非)거주자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천정원 전문위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를 위한 조세 협약을 맺고 있으며, 동 협약에
따라 비거주자 입증 시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배당, 이자, 로열티, 수수료 등 서비스들의 거래 시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비거주자(인도
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PPH 26) 기준 통상적
으로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인도네시아 조세 협약에 의거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경우 항목별로 감면 혜택 수혜가
가능하기에 비거주자 증빙을 위해 Form DGT가 필요합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 협약하에 비
거주자 증빙이 될 경우 배당은 15%, 이자는 10%, 로열티는 15%를 납부함으로써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빙은 서식 작성 후 한국 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득한 후 인도네
시아 바이어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붙임으로 비거주자 증빙을 위한 Form DGT 서식(Indonesia’s Tax Reclaim Form)을 첨부
드립니다.
붙임 : Form DGT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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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Form DGT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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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규격·인증

할랄 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 절차
…
최근 신남방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할랄(HALAL) 시장이
매우 유망하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할랄인증 확인 후 구매
하는 성향 등은 상당히 까다로운 판매 장벽이 될 수 있는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 할랄(HALAL) 인증 개요
할랄(HALAL)이란 ‘허용되다’라는 뜻의 아랍어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
합니다. ‘할랄 인증(HALAL Certification)’이란 이슬람 신자들에게 금기시되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
았고, 종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공되었음을 확인하여 할랄 제품임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가별 이슬람 종교단체의 최고 기관이 제도를 담당·관리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인증 기준은 없고, 국가별로 인증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기관
인증이 모든 나라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할랄 인증 요건은 ▲3無(독, 돼지고기 등 동물의 피, 알콜
성분 등 하람 물질이 들어가지 않음), ▲할랄 식재료 사용 및 첨가제의 출처가 명확함, ▲도축
과정에서 이슬람식 도축법인 ‘자비하(Zabihah)’에 의해 도축, ▲가공· 운송 과정에서 비할랄 요인
에 의해 오염되지 않음 등입니다.
█ 할랄 인증 대상
할랄 인증 대상은 ▲가공식품(육류 - 돼지고기 제외, 비육류, 수산), ▲화장품, 의약품, 착용하는
물품 등, ▲식당, 도축장, 제조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가공제품의 기초원료, 부자재도 할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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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은 그 자체가 할랄이고 인증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할랄 인증 주체
할랄 인증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 또는 그 기관이 승인한 타국 할랄 인증기
관(이 경우 제품을 인증한 기관의 할랄 인증 로고 부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BPJPH(자국인증)/JAKIM·MUIS·IFANCA·CICOT(타국인증) 등, 말레이
시아는 JAKIM/KMF·MUI·MUIS·IFANCA·ESMA 등, 싱가포르는 MUIS/KMF·JAKIM 등, 그 외
CICOT(태국), IDCP(필리핀), IFANCA(미국)이 있습니다.
█ 할랄 인증 절차
●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 신청서, 공장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HACCP, GMP 등
인증서 제출 및 인증 신청 비용 납부
2. 서류 심사, 성분분석
3. 현장 실사(공장 심사) : 심사원 공장 실사 (할랄 인증에 필요한 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
4. 심의 및 발급 : 요구사항 충족 심의, 할랄인증서 발급
● 인증 비용 및 소요기간
인증 비용은 국가, 기관에 따라 다르며 서류심사비, 실사비, 인증료 등이 포함됩니다(실사단 교통
숙박비 등 별도 부담). 소요시간은 보통 1개월~1년이며, 인증 대상 및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 기관별로 인증서 유효기간이 다르고, 통상 만료 3개월 전 재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가
별로는 BPJPH(인도네시아) 4년, JAKIM(말레이시아) 2년, KMF(한국 이슬람교) 1년, MUIS(싱가포
르) 1~2년 정도입니다.
█ 할랄 인증 비용 지원 및 정보 문의처
● 농산물 및 가공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인증 등록지원(061-931-0863), 할랄시장 수출정보 제공 등
•한국식품연구원 : 해외인증 등록지원(063-219-9383),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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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한국수산회: 국제인증 취득사업(02-589-4620)
● 공산품·화장품·농수산식품 공통
•중기벤처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173~ 8)
•수출바우처사업(12개 분야 중 ‘해외규격인증’ 메뉴)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 KOTRA (02-3460-34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 752-8580), aT (식품 061-93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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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규격·인증

가공식품 수출 시 식품 등록•인증
…
가공식품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입국에
먼저 제품안전성을 인증받거나 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
다. 식품 등록에 대한 세부내용과 처리 과정, 소요비용, 수출자가 지원
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가공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입국의 식품을 담
당하는 기관에 식품 등록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현지 수입자가 수행하지만, 수출자도 여러 서류를 지원해야 하고, 등록과 검사비용
이 발생하며, 절차가 까다로워 수출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
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식품 등록 및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서 발행한 ‘2020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정보 종합가이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책자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 ‘KATI 농식품수출정보’
입력 ➡ KATI 홈페이지 이동 ➡ 자료 ➡ 발간책자 ➡ 책자명 입력
(http://www.kati.net/index.do)
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
업’ 중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바이어 특화 사업’이 있으며, 바이어에게 신규수입식
품등록비(갱신비)·현지 식품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문의 031-93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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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규격·인증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 식품 수출이 더 까다로워질
까 걱정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상 및 의무화 추진 내용
을 알고 싶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상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대상은 ①도축, 가공, 포장, 유통 등 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 음료, 화장
품, 의약품, ②화학적·생물학적·유전공학에 의해 생산된 제품, ③착용, 활용 물품 또는 생활 소비
재 등입니다. ③은 동물 유래 또는 동물 성분 함유한 것에 한하여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
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되며, 하람(이슬람율범 상 금기된 사항)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
랄 인증이 의무입니다.
● 인증기관
할랄인증청(BPJPH)에서 인증을 주관하며 한국 내 대행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교차승인인
증서 보유업체는 할랄인증청 사전등록만 필요합니다.
● 의무화 적용 기간 및 계도기간
2019.10.17.부터 시행되나 식품·음료는 5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10.17.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26.10.17.부터 적용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공식품 라벨에 관
한 식품의약청(BPOM)의 라벨링 규정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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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후 식품의약청 제품 등록 시 인증 대상품목에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마켓 등 영업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가 구분됩니다.
● 라벨링 관련 주의사항
① 돼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의 라벨링
식품은 흰 바탕 위 빨간색 네모 칸에 돼지 그림과 함께 빨간색 글씨로 ‘돼지 함유’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조제·의약품·전통약품은 검은색 네모 칸에 검은색 글씨로 ‘돼지 함유’라고 표시
되어야 합니다.
②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라벨링
빨간색 박스 안에 빨간 글씨로 ‘제조과정 중 돼지 파생원료와 함께 제조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
하거나 접촉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알코올 함유 음료는 알코올 농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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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규격·인증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안내
및 복수 등록 가능 여부
…
인도네시아에 의료기기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 수출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일제품에 대해 복수 수입업체를 통한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1.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인도네시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등록(제품허가증
Marketing License 취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외국업체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급업체(수입업체)가 필요하며, 해당 업체는 의료기기
유통업 허가증(Distribution License(IPAK; Izin Penyalur Alat Kesehatan)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등록(제품허가증 Marketing License(Izin Edar) 취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유통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해 제품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제품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제조사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위임장의 유효기간에 따라 제품허가증도 만료됩니다.(제품허가증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할
경우 갱신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일반 의료기기는 I, IIa, IIb, III로 등급이 분류(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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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I<IIa<IIb<III)되며,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별도 등급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등록 절차와 등록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절차
1) 인도네시아 보건부 사이트를 통해 회사 등록 후 첨부자료를 제출해 신청(http://regalkes.
depkes.go.id/)
2) 사전 등록 진행 ➡ 접수 확인 통보 후 7일 안에 등급 구분 심사 진행, 14일 안에 등록비 납부
3) 심사 진행 ➡ 제품의 안전성, 품질과 유효성을 평가, 검증 및 심사(심사 후 승인/거절/추가
서류 제출(보완) 중 하나로 진행 ➡ 보완은 2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보완 기간은 30일 이내)
● 등록 시 작성 서류
•Application Form (신청서)
•Form A, Administration Data Requirement (행정서류)
•Form B, Product Information Requirement (제품정보)
•Form C, Specification and Quality Information(사양 및 품질보증)
•Form D, Operational Manual (사용 안내서)
•Form E, 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평가서)
● 등록 시 준비 서류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을 적용하기 때문
에 기술문서를 공통 양식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CSDT)으로 제출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13485 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또는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통업 허가증
•시판 후 감사 시스템(AMDD를 따름)
•적용 규격(안전, 품질, 유효성 보증을 위한 국제규격 및 인도네시아 규격)
•기술문서(CSDT)
관련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선언 방법 / 필수 원칙 및 적합성 증명자료 / 제품 설명(특징,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금기 사항, 경고, 주의 및 부작용) / 전임상 시험 자료(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시험) / 라벨(제품명, 제조사/공급자/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주요 부품리스트,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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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작성한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경고 및 부작용, 사용 기한, 시리
얼 번호, 제품 등록번호(허가 번호)) / 위험 분석 / 제조 정보
•임상자료(Class III 등급은 필수이며 나머지 등급은 필수 사항이 아님)
•특정 제품에 따른 추가 제출자료(대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관련 제품 / 콘돔, 생리대,
주사기 / 동물 유래 물질이 포함된 의료기기 /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
료기기)
2. 동일제품에 대하여 복수 수입업체를 통한 인허가 진행 가능 여부
두 번째로 문의해 주신 동일 제품의 복수 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
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는 현지 독점 대리점을 선정하여 반드시 해당 대리점을 통해서만
수입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입업자에게 등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다른 수입업자를 통한 동일 제품의 복수 등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체는 독점 대리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 부진 등의 문제로 대리점을
변경하고 싶어도 계약 기간까지는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지원센터(인도네시아센터)가 설립되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글로벌지원센터 인도네시아 센터(KMDICA Indonesia)
주 소 : Menara Palma, Floor 7-06B, RT.9 / RW.4, Kuningan Timur Setia 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 Indonesia 12950
연락처 : 070-8892-3729 / +62 21 29023795 / info@kmdindonesia.com /
https://kmdindone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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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격·인증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절차 안내
및 할랄 인증 필수 여부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화장
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할랄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1.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절차 설명
아세안 10개국의 경우 아세안 화장품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본틀로
하여 자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화장품의 수입 및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여러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국가별로 각각 화장품 인허가(제품 등록)를 진행
해야 합니다. 다만, 아세안 10개국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시면 다른 아세안 국가의 인허가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 수입업자가 자격이 있는 수입업자
인지 확인하시고 자격이 있는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서만 제품을 등록 후 유통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 인허가(제품 등록)를 현지에서는 ‘BPOM 인증’이라고 말합니다.
* 인도네시아는 선수입자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지의 최초 수입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제품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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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업자의 자격 요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면허인 API-U(일반 수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7월 인도네시아 행정부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로 NIB(NOMOR INDUK
BERUSAHA) 등록 및 발급이 필요하고 API-U, NIK(관세청 등록증)가 NIB로 대체 되어 현지 수
입업자는 NIB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화장품 등록
온라인 신청 전에 아래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
신 뒤 해당 수입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 심사 후 제품번호를 통보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수출업체 준비 서류
① CFS(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② Certificate of Cosmetic GMP(한국 식약처 CGMP 또는 ISO 22716)
* ISO 22716의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위임장(Letter of Appointment)
④ 추가 준비 서류 및 완제품 수량
•상세 전성분 목록표
•각 재료 제품 규격서 및 MSDS (필요 시 재료시험 성적서 요청)
•제조 공정도
•완제품(등록제품)의 제품 규격서(시험방법이 기재되어야 함.)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COA) (미생물, 중금속 의무사항 / 제3자 기관 시험 성적서 필요)
•포장 재료의 규격서 및 시험 성적서
•유효기간 설명서(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
•제품의 사용법(국문 및 영문 자료 외에도, 인니어 번역 의무 / 두 버전의 자료 필요)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
•포장 라벨링 표기 사항
•샘플 3개

102

신남방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현지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DIP(DATA Information Produc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식약처에서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DIP 서류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PIF(Product Information File)를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든 절차가 현지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화장품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기관을 이용해 진행할 경우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행기관 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2019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개정 내용
그리고 추가로 문의하신 화장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할랄인증법(신할랄제품보장법)이 2019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보장청의 시스템과 세부 규정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화장품은 7년 유예되어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서 할랄 판매대와 비할
랄 판매대를 구분해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나 현지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할랄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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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어린이용 완구의 베트남 수출 시
강제 인증(CR 인증) 적용
…
그동안 베트남에 소량으로 어린이용 완구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
니다. 현지 고객사와 수량을 확대하여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CR 인증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R
인증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며, 해당 인증이 수출 시 꼭 필요한
의무사항인지도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베트남에 어린이용 완구제품(놀이 용도의 16세 미만 어린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령에 따라 강제적인(의무적인) 제품 인증인 CR 인증을 받아 적합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CR 인증과 관련한 담당부처, 인증기관, 기술규정 및 시험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부처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관리기관 : 기술표준(STAMEQ;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인증기관 : QUATEST1, QUATEST2, QUATEST3, QUACERT (CR 마크를 신청하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진행하고 적합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
•기술규정 : QCVN 03:2009/BKHC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of Toys)
•시험규격 : TCVN 6313 / TCVN 6238-1 / TCVN 6238-2 / TCVN 6238-3 / Toxic
organic compounds & Labeling
CR 인증은 아래와 같이 주로 2가지 형태로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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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heme Type 5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유효기간 3년, 매년 정기검사)
매년 여러 번 제품이 베트남으로 선적되는 경우 진행 - 공장심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증 진행
시 소요기간이 길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진행 절차
인증기관 선정 후 해당 제품이 품목 Scope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인증 신청 ➡ 심사원이 공장
심사 진행 후 제품시험 시료 채취 ➡ 제품시험 진행 ➡ 제품시험, 공장심사 모두 합격 시) 인증
서 발급
•인증서는 3년 유효하며 매년 정기검사 진행
* 통관 시마다 STAMEQ(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지역사무소에 등록한 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함
(2) Scheme Type 7 (선적 물량에 대한 제품시험 / 해당 선적물량에 대해서만 유효, 1회성)
선적된 물량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선적 건마다 인증을 받아야 함
●진행 절차
인증기관 선정 후 해당 제품이 품목 Scope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인증 신청 ➡ 검사원이 제품
시험 시료 채취 ➡ 제품시험 진행 ➡ (제품시험 합격) 인증서 발급
•인증서는 해당 선적 건에 대해서만 유효
* 통관 시마다 STAMEQ(베트남표준계량품질총국) 지역사무소에 등록한 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함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시험이 약 15일 소요되며 공장심사를 포함할 경우 약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어린이용 완구는 사용 연령과 제품 구성에 따라 비용과 기준 적합 여부 등이 달라지며 베트남
완구 규격의 경우 ISO 8124 국제규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KC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 베트남 제품시험에서도 물리적 안전요건에 대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표시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2017.4.14.에 개
정된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Decree 43/2017/ND-CP)”에 의거해 현지에서 제품을 유통하
고자 하는 경우 필수 표시사항을 라벨에 표기하셔야 합니다(필수 표시사항 등 가능한 부분은 모
두 베트남어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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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완구의 표시사항
① 공통 필수 표시사항 (어린이용 완구 - Children’s toys)
•제품 명칭
•제품 책임업체의 명칭 및 주소
•원산지
•CR mark (관련 규정(QCVN 3: 2009/BKHCN)에 적용되는 완구제품)
② 품목 필수 표시사항 (어린이용 완구 - Children’s toys)
•성분(재질)
•기술 사양
•주의 및 경고사항
•사용 안내 (사용상의 주의사항)
•생산연도
* 참고로 완구의 경우 3세 미만 사용금지! 입에 넣지 마시오! 등 가능한 주의 및 경고 문구를
필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완구 시험규격을 참고하여 일부 품목의 경우 규정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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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제품 등록) 절차
…
베트남에 많은 한국 화장품 업체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
며 당사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은 의무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업체는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시 인허가가 필수인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인허
가 진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화장품 라벨링 정보에 대해 알려 주시
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베트남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 의무적으로 ‘제품 등록’이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세안 화장품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과 현지 법령인 화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
(Circular No. 06/2011/TT-BYT)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
를 통해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협력기관이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
인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인허가(제품 등록)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현지 수입업체에 전달해 베트남 의약국 화장품 관리부서에 화장
품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출업체 준비 서류
•제조업자/제조판매증명서(외교부 확인-베트남 대사관 확인)
•자유판매증명서(2년 내 발급본, 외교부 확인-베트남 대사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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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위임장 또는 유통판매계약서(변호사 공증-외교부 확인-베트남 대사관 확인)
•등록 서류(영어 또는 베트남어)
① 전성분표
② 성분별 안전성 보고서(MSDS)
③ 완제품 분석 증명서(CoA)
④ 화장품 GMP 인증서(보유 시)
⑤ 완제품 3개
⑥ 제품정보 파일(PIF) - 제품등록 시 필수 신청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유
해야 하는 문서
▶ 1부: 행정 문서와 제품 개요
▶ 2부: 원료의 품질 DATA
▶ 3부: 완제품의 품질 DATA
▶ 4부: 안전성 및 유효성 DATA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 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품 등록을 완료하시면
해당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5년 이후에도 유지를 원할 경우 만료 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라벨링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베트남 화장품 라벨링 표시 내용
1) 제품명과 기능
2) 사용 방법
3) 전성분 표시 (국제화장품원료명칭(INCI)의 최신 표기 방법에 따라 명확히 기재)
4) 제조국
5) 수입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사업자등록증이나 투자허가증에 기재한 내용으로 베트
남어로 표기)
6) 함량은 중량 또는 부피로 표기(미터법이나 미터법과 영국 표기법)
7) 제조 로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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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일 혹은 제품 사용 만기일(월/년도 혹은 일/월/년도 순으로 정확히 표기, ‘만기’ 혹은 ‘최상
품질 유지 일자’는 제외해도 되며 필요할 경우 제품의 안정성을 위한 안내 사항을 추가)
*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한이 30개월 미만일 경우 만기일 표기가 의무
9) 사용 시 주의사항 (특히 아세안(ASEAN) 화장품 조약 부록 규정에 따라 사용 조건 및 유의사
항은 제품 상표에 인쇄 부착해야 함)
* 기본 상표의 크기, 형태, 포장 재질로 인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인쇄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로
인쇄해 제품에 첨부하고 인쇄물이 들어갈 내용의 위치를 표기
* 제품명과 제품 로트(lot) 번호는 제품에 필수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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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규격·인증

인도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품 인증
인도

…
인도를 타깃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소형가전제품을 인도에 수출 시 국내의 KC
제품 인증제도와 같은 의무적인 제품 인증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인도 수출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전기·전자제품을 인도에 수출 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요 강제(의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필요 시 진행해야 합니다.
1. BIS 인증제도(ISI 마크)
국내의 KC 인증과 KS 인증을 포괄하는 제품 인증제도로 인도 정부에서 규정한 264개 품목
(2020.8.25.일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품목은 BIS (인도표준국, Bureau of Indian Standards) 사이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BIS 사이트(https://bis.gov.in) 접속 ➡ 상단 Conformity Assessment 메뉴 선택 ➡
Product Certification - Products under Compulsory Certification 선택 ➡ Scheme I(ISI Mark Scheme) 선택하여 품목 확인
* Household Electrical goods 제품 그룹
Circuit breakers, AC watt-hour meters, AC static watt-hour meters, AC static
transformer, Self ballasted lamps, Electric iron, Electric immersion water heaters,
Electric stoves, Room heaters, Switches for domestic, Tungsten filament electric
lamps, PVC insulated c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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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인증은 해외 제조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현지 사업자 또는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해 BIS(인도 표준국)에서 규정한
Indian Standards 규격에 적합함을 평가하게 됩니다.
● BIS 인증 절차
BIS에 인증 신청 ➡ BIS 서류심사 ➡ BIS 심사원 공장방문(공장심사 및 샘플링) ➡ 인도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제품시험 ➡ BIS 심사 및 승인 시 인증서 발급
* 해외 제조자의 경우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절차가 적용되며,
현지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하여 BIS 심사원이 해당 해외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 심사
를 진행
BIS 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며 품목마다 상이합니다. 신청 시
서류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신청서류가 문제없는 경우 접수 후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
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CRS 강제등록제도(전기·전자 제품 및 IT 제품)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해 인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 의무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인 CRS(Cumpulsory Registration Schem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품목은 61개 전자제품 및 IT 제품(2020.8.25.일 자)으로 BIS(인도표준국, Bureau of Indian
Standards) 사이트 내 CRS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BIS CRS 사이트(https://www.crsbis.in/BIS/about-crs.do) 접속 ➡ Products under
CRS 아래 “Read More” 클릭 ➡ 적용되는 품목과 규격번호 확인
CRS 등록은 제조업체가 신청해 진행하며 인도 현지에 법인이 없는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인도
현지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S 등록 절차
CRS 등록 포털에 수입자 등록 ➡ 인도 현지 BIS 지정 시험소에서 제품시험 진행 ➡ BIS에 온라인
으로 등록 신청 ➡ 수수료 납부 ➡ BIS는 제조업체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적합 등록 번호 발급
CRS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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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함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공정 및 품질관리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 후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 완료 후 규정에 따른 CRS 라벨링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도는 전기·전자제품과 관련해서는 주요 인증제도인 BIS 인증제도(ISI 마크)와 CRS 강제등록
제도 외에도 인도 에너지효율국(BEE; Bureau of Energy Efficiency)에서 규제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제도(에너지 등급 라벨 부착, 최저 에너지 효율성 기준 준수)와 인도
정보통신공학센터(TEC;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에서 규제하는 무선통신기
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을 확인
하여 필요한 인증을 모두 받아 적합한 라벨링을 표시해야 합니다.

112

신남방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36
규격·인증

인도 화장품 인허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계획 중인 업체입니다. 인도 화장품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의 화장품
인허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우리 업체가 직접 화장품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인도에 화장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Drugs & Cosmetics Rules에 따라 CDSCO (중앙의
약품표준통제국)에 화장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은 인도 소재 등록된 제조업체, 인도 소재 공식 대리인, 인도 소재 제조업체의 자
회사 또는 기타 수입업체만 가능하며, 국내 수출업체는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업체는 CDSCO 사이트 내 SUGA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SUGAM은 수입제품을 온라인으로 접수 및 등록하는 정부 포털
신청업체는 SUGAM에 로그인 자격을 갖추어 아이디를 발급받아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신청하고 서류 제출 완료 후 Form 42가 생성되고 CDSCO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 후 승인이 완료되면 Form 43(등록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수령하게 됩니다.
●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커버레터
•위임장
•부속명세서 (Schedule D-III)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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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증명서
•동물실험 미시행 선언서
•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 함량 관련 검사 보고서
•신청서 (Form 42, 모든 신청서류 제출 후 발행)
•수수료 납부 증명서
•전성분 리스트
•제품 라벨 (원본 또는 사본)
•제품 Specification (테스트방법이 명시된 CoA 또는 Specification)
* 서류 준비 전에 CDSCO 사이트(https://cdsco.gov.in)에서 “Checklist for application”
을 참조하여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CDSCO 사이트 내
Guideline에 중에서 “NON COMPLIANCES OBSERVED DURING REVIEW PROCESS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IMPORT OF COSMETICS”와 “FAQ on
Registration and Import of Cosmetics in India” 두 가지 서류를 참고하면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록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 발급까지는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며, 등록 수수
료는 카테고리 당 US$ 2,000이고(제품별, 색상별 US$ 50 추가), 발급된 등록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는 3년 동안 유효하며 기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을 해야 합니다.
인도 화장품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CDSCO 영문 사이트(https://cdsco.gov.in)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하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DSCO 사이트(https://cdsco.gov.in) 접속 ➡ 상단 Cosmetics 메뉴 선택 ➡ 필요 문서
확인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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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규격·인증

태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
및 금지성분 확인 방법 안내
…
아세안 국가 중에 처음으로 태국에 화장품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
입니다.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자 상품을 기획 중인데 화장품 수출
을 위한 인허가 진행 시 성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성분을 인허가 진행 전에 확인하고자 하
는데 태국 화장품의 금지성분과 관련한 규정을 알려 주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준 전문위원
태국에 수입·유통되는 화장품은 태국 화장품법(Cosmetics Act B.E. 2558(2015))과 아세안 화장
품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법령과 아세안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성분 목록과 이를 확인할 방법을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아세안 화장품지침에서는 부속서(Annex) 형태로 금지성분, 제한성분, 사용 가능한 착색제, 보존
제 및 자외선 차단제 리스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성분 리스트(부속서)는 최신본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로 규정된 물질의 경우 적용
시기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세안 화장품지침의 최신 부속서(Annex)는 아래 두 사이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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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사이트 - https://www.hsa.gov.sg
사이트 접속 ➡ Heath Products Regulation ➡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 Update
(2) 아세안화장품협회(ACA) 사이트 - https://aseancosmetics.org
사이트 접속 ➡ Information Center ➡ ASEAN Cosmetic Directive ➡ Technical
Document
그리고 태국 화장품법상 금지성분은 태국 식약처(FDA Thailand)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http://www.fda.moph.go.th) ➡ 관련 법령(상위 4번째 메뉴) ➡ 화장품 유해물질 관
리부(화장품관리부)(본문 첫 번째의 2번째 항목) ➡ 해당 사이트에서 화장품 성분규정 확인(태국
어로만 되어 있어 사이트 번역이 필요하며 다운받은 자료 안에 표기된 성분명은 영문명과 CAS
No.로 확인이 가능)
태국은 아세안 화장품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화장품지침의 성분 규정을 따라야 하
며 아세안 화장품지침 제정 이전부터 태국 화장품법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태국
자체 금지성분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 성분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 활용
사이트 접속(http://cis.kcii.re.kr) ➡ 화장품 규제 정보 DB ➡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
(2) 유럽연합의 Cosmetic ingredient database 사이트 활용
사이트 접속(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ing_en) ➡ ‘Search in
the Closing database’ 클릭 ➡ 유럽 내 성분 규정 확인
* 아세안 화장품지침은 유럽의 화장품지침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이어서 유럽연합의 화
장품 성분 규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Cosmetic ingredient database를 활용
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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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데스크 및 KOTRA 지원 서비스 소개
•알아두면 유용한 국내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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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소개

주요 기능
•신남방 대상 지역 관련 시장개척, 투자·무역·노무·법률·세무·시험·인증 등 전문상담
* 상담국가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

이용 방법
■전화 상담
KOTRA 대표전화 1600-7119 연결후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3번 ’아세안 및 인도‘
상담 연결

■온라인 상담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후 왼쪽상단 ‘KOTRA사업신청’ 클릭 ▶ ‘무역투자 상담’
메뉴 내 상담방식 ▶ ‘온라인상담’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상담분야 선택 후 국가/무역관
선택란에서 신남방국가(아세안+인도) 선택 및 문의내용 입력하여 신청(접수 후 48시간 내
답변 제공)

■내방 상담
방문 전 상기 전화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시간 사전 협의 후 상담 진행
*데스크 위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층

■기타 문의
전화 : 02-346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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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nsbd@kotra.or.kr

부록 1. 데스크 및 KOTRA 지원 서비스 소개

해외조직 :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설치 지역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뉴델리)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주요 기능
•대사관, KOTRA 등 현지진출 공공기관, 협・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협의체’ 운영
•팀코리아협의체 참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 진출기업과 진출 추진 기업의 현지 비즈
니스 활동 및 관련 애로 해소 지원
•현지 국가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CSR 등 상생번영 사업 추진
•신남방 관련 현지 정보 상호 공유

■문의 방법
•(오프라인) KOTRA 하노이, 뉴델리, 자카르타 무역관 내 소재
•(온라인) 무역관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 이용
-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 http://www.kotra.or.kr/KBC/hanoi/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 http://www.kotra.or.kr/KBC/jakarta/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 http://www.kotra.or.kr/KBC/newdelhi/

119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

KOTRA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 소개

해외시장조사
•담당 부서 :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45, 7346, 7337)
•서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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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

회신기간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330,000원
(VAT포함)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330,000원
(VAT포함)

입금 후 3주

항목별
시장조사

165,000원
(VAT포함,
1항목)

입금 후 3주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료

신청 후 2주

거래선
관심도
조사

55,000원
(VAT포함,
바이어 1개사)

신청 후 2주

비고

사전검토 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신청즉시입금)
서비스지원

조사 절차

인터넷 신청
▼
KOTRA 수출전문위원 본사상담원 및 해외
서비스지원
무역관 사전검토
▼
KOTRA 수출전문위원
수수료 납부
서비스지원
▼
해외무역관 조사
무료서비스
▼
6회/연 무료,
결과 보고서 고객
이후 10,000원/
전달
건별 수수료 부과
▼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업무교신 지원 및
관심유/무 조사
A/S

부록 1. 데스크 및 KOTRA 지원 서비스 소개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담당 부서 :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34)
•서비스 주요 내용 : 수출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출장 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원
서비스
유형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내용

출장지역 내 거래
선 발굴 상담주선
(기본3-4개 사)
및 상담지원(옵션)

구분

일반
서비스

서비스안내

① 일반서비스
50만 원
- 상담주선+교신지원(2개월)
~ 70만 원
- 상담방법:상담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진행
(3~4개 사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기업, 독자적으로
상담기준)
상담진행가능기업

② 프리미엄 서비스(무역관 소재 지역 내 지원)
- 상담주선+상담지원(통역 및 차량지원)+교신
지원(2개월)
출장 안내자료 제공
100만 원
- 상담방법: 2일간 KOTRA가 주선한 상담에
(시장성 조사 결과 프리미 ~ 140만 원
한해 지원(약3~4개사상담)
엄
에 따라 수행여부
(3~4개 사
*통역: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
서비스
결정)
상담기준)
(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등 지원)
**차량: 원거리 방문상담 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
▶대상기업: 통역, 차량필요기업, 지사화사업 관심기업
* 지사화사업 연결 시, 지사화 수수료 10% 할인

일반
서비스
해외
투자
환경
조사
출장
지원

가격

① 일반서비스
50만 원
- 기업 요청사항별 상담 주선(2개 사 내외 상담)
~ 70만 원
- 상담방법: 상담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2개 사
▶대상기업 : 통역, 차량지원 불요기업, 독자적으로
내외)
상담진행가능기업

무역관 관할지역
투자환경
② 프리미엄 서비스(무역관 소재 지역내 지원)
자료 제공, 현지
- 상담주선+상담지원(통역 및 차량지원)+교신
투자업체, 투자
지원(2개월)
유관기관, 투자대
100만 원
- 상담방법: 2일간 KOTRA가 주선한 상담에
행서비스 기관,
한해 지원(2개 사 내외 상담)
프리미엄 ~ 140만 원
로펌 등 상담주선
(2개 사
*통역: 일부지역은 한국어 통역불가
서비스
(2개 사 내외)
내외)
(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등지원)
**차량: 원거리 방문상담 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
▶대상기업: 통역, 차량필요기업, 지사화사업 관심기업
* 지사화사업 연결 시, 지사화 수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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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화사업
•담당 부서 : 유망기업팀(02-3460-7439, 7441, 7445)
•서비스 주요 내용 :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의 시장진입 단계별 니즈에 따라 서비스를 3단계(진입, 발전, 확장)로 구분하고, 단계별
참가목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수출바우처사업
•담당 부서 : 수출바우처팀(02-3460-3417, 3419)
•서비스 주요 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12개 분야·7,000여 개의 서비스 지원)
* 사업별 선정 기준·지원 한도·국고 보조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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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데스크 및 KOTRA 지원 서비스 소개

알아두면 유용한
국내외 홈페이지
연번 국가
1

2
3
4

5
6

분야
관세
전체 /통관
/세제
관세
전체 /통관
/세제

전체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주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
go.kr/clip/index.do

Tradenavi

http://www.tradenavi.
or.kr/CmsWeb/viewPage.
req?idx=PG0000000090

국가 설정 후 HS Code
입력하여 검색

http://info.kcii.re.kr/kocei/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정보

규격 (온라인) 화장품 수
/인증
출 가이드북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
전체
의료기기 정보
/인증
포털
규격
전체
/인증

전체

규격
/인증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

http://cis.kcii.re.kr/
https://udiportal.mfds.
go.kr/

주요 유용 정보
세계 HS정보 ,
각국의 수입관세 및
FTA 양허세율

해외 화장품 규제
성분(사용금지, 사용제한)
데이터베이스
해외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인허가 제도 확인

https://www.knowtbt.kr/

해외 기술규제 검색
및 기업 애로 접수

7

전체

규격
/인증

해외인증
정보시스템

https://www.certinfo.kr/
index.do

해외 인증 정보 검색
및 최신 인증 뉴스
확인 (인증 세부
정보 서비스 - 유료)

8

전체

규격
/인증

1381 인증 표준
정보센터

http://www.1381call.kr/
index.do

해외 인증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온라인/방문)

9

전체

규격
/인증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
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해외 규격・인증
정보 확인

10

전체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

동식물 검역 정보,
병해충/질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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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분야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주소

주요 유용 정보

11

전체

무역
실무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https://kfishinfo.co.kr

수산물 해외시장 정보

12

전체

무역
실무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www.kati.net/
index.do

국가별 수출절차, 해외시장,
식품등록 및 인증 관련 정보

www.nfqs.go.kr

수산물 검역 정보,
안전성 조사, 품질
인증 등 정보

13

전체

검역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14

전체

규격
/인증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식품분석, 해외인증
지원, 할랄 수출 상담

15

관세
전체 /통관
/세제

ASEAN Tariff
Finder

http://tariff-finder.asean.
org/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16

전체

무역
실무

17

전체

무역
실무

18

전체

무역
실무

관세
말레이
19
/통관
시아
/세제
20 베트남 투자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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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화장품협회
https://aseancosmetics.org
(ACA)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 국가별
http://cis.kcii.re.kr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
유럽연합 Cosmetic
https://ec.europa.eu/
ingredient
growth/sectors/cosmetics/
database
cosing_en
JKDM(Jabatan
Kastam Diraja
http://mysstext.customs.
Malaysia) HS
gov.my/tariff/
Explorer
http://legalinsight.co.kr/
○○미국변호사의
archives/issue/attorney베트남 이야기
kims-vietnam-story

관세
베트남 /통관 Vietnam Customs
/세제
싱가
포르

무역
실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아세안 화장품지침의
최신 부속서(Annex) 등
화장품 성분에
대한 검색
화장품 성분에
대한 검색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베트남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정보

https://www.customs.
gov.vn/home.
aspx?language=en-US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https://www.hsa.gov.sg

아세안 화장품지침의
최신 부속서(Annex) 등

부록 2. 알아두면 유용한 국내외 홈페이지

연번 국가

분야

23
인도

23-1

24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주소

주요 유용 정보

인도표준국(BIS)

https://bis.gov.in

인도 강제인증 적용대상
품목 확인 등

규격
/인증

인도표준국(BIS)
https://www.crsbis.in/BIS/
CRS
about-crs.do
(의무등록제도)
인도 CDSCO
규격
인도
(중앙의약품표준통
https://cdsco.gov.in
/인증
제국)

관세
인도네
Indonesia National
25
/통관
http://eservice.insw.go.id/
시아
Trade Repository
/세제

26

관세
인도네
/통관 Indian Trade Portal
시아
/세제

27

인도네 규격
시아 /인증

28

인도네 무역
시아 실무

29

관세
캄보
/통관
디아
/세제

인도네시아
보건부

https://www.
indiantradeportal.in/
http://regalkes.depkes.
go.id/

의료기기 글로벌
지원센터 인도네시
https://kmdindonesia.com/
아 센터 (KMDICA
Indonesia)

인도 제품의무등록제도
대상 품목 확인 등
인도 화장품 교역 시
제품등록 관련 정보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의료기기 등 등록처
한국의료기기공업
협동조합에서 운영,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현지에서 지원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http://www.customs.
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cambodia-2017/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현지어)

30

관세
태국 /통관
/세제

Thai Customs

http://itd.customs.go.th/
igtf/viewerImportTariff.
do?param=langEn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31

태국

무역
실무

태국 식약처
(FDA Thailand)

http://www.fda.moph.go.th

태국 화장품법상
금지성분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ariff
Commissions

http://www.finder.
tariffcommission.gov.ph/

한국에서의 수출
포함하여 삼각무역 시
부여되는 수입관세
검색 가능 (영문)

관세
32 필리핀 /통관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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