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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 활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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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베어링 |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조은베어링

안녕하세요?
볼베어링을 생산하는 조은베어링입니다.
영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반갑습니다.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입니다.
FTA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입니다.
수출 제품이 한-영 FTA 양허 대상 품목인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면
바이어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영국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은베어링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으로 수출 시 한-EU FTA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는 단행되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EU 간 미래 협상 관계를 실시하기 위한 전환기를 가졌고, 이 시기까지는 그대로
한-EU FTA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한국와 영국간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EU FTA의 효력은 사라지고, 한-영 FTA만 활용 가능합니다.
조은베어링

한- EU FTA 대비 한-영 FTA의 관세양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양국 간 교역에 한-EU FTA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한-영 FTA에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영 FTA가 2021년 1월 1일 발효되더라도, 관세 양허는~~
조은베어링

아하! 그렇다면 한-영 FTA 발효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될까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양허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원산지 인정 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EU를 하나의 관세영역으로 보아 영국산 제품을
독일 등 기타 EU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또는 기타 EU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한-영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한-EU FTA에 따른 EU산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했지만, 한-영 FTA에서는 EU산 원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합니다.
(단, 한-영 FTA에서는 발효일로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EU ‘경유’ 수출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고,
EU산 원재료도 한-영 FTA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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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베어링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볼베어링은 얼마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품목 : 내경 50mm 볼베어링, HS Code 8482.1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수출 품목의 영국 HS Code는 8482.1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 관세율표
(The UK Global Tariff)에 따르면 기기본 관세율은 8%인데, 한-영국 FTA 관세율은 0%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8%에 해당하는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은베어링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볼베어링의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품목 : 내경 50mm 볼베어링, HS Code 8482.1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한-영 FTA 협정에 따른 세율 혜택은 FTA 원산지 상품에만 부여합니다.
여기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각 물품별(HS Code)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482.10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MC50)이며, 조은베어링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영 FTA에따른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은베어링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한-영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한-EU FTA와 같이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즉, 수출국 관세당국으로 부터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Origin Declaration)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상업서류 자체를 원산지증명서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은베어링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한-영 FTA의 활용을 위해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런던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은베어링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FTA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KOTRA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으로의 수출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연락드려도 되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그럼요! 한-영 FTA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런던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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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TA 개요
한-영 FTA 개요
1) FTA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입니다.

2) 한-영 FTA 특징
(1) 한-EU FTA 관세양허 수준 유지 및 동일한 원산지 증명 방식 채택
		 - 발효 연차와 무관하게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은 2011년 7월 1일로 규정
		 -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Origin Declaration)제도 채택
(2) 한-영 FTA 원산지 판정 시 EU산 원재료도 발효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 재료로 인정 (누적)
(3) EU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 된 것으로 인정

3) 한-영 FTA 협정문 구성
상품 관련

서비스ㆍ투자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7.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10. 지식재산

1. 목적 및 일반정의

3. 무역구제

8. 지급 및 자본이동

11. 경쟁

14. 분쟁해결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9. 정부조달

12. 투명성

15. 제도 일반 및
최종규정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규범ㆍ협력

총칙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6. 관세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
●

한-영 FTA 협정문 활용법
FTA 발효 이후 얼마나 / 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부속서 2-가 관세철폐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 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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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영 FTA 관세양허
한-영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한국 양허

양허단계

영국 양허

품목

비중

품목

비중

즉시 철폐
(한-영 FTA 양허표 상
즉시~7년 철폐에 해당되는 품목)

10,649

94.6%

9,803

99.6%

10년 철폐

397

3.5%

-

0.0%

10년 초과

157

1.4%

-

0.0%

계절관세

2

0.0%

-

0.0%

양허제외/현행관세

56

0.5%

39

0.4%

총합계

11,261

100%

9,842

100%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11.7.1로 규정,
** HS 2006 기준
(자료원) 한-영국 FTA 상세 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5) 한-영 FTA 주요 원산지 규정
※ 본 원산지 규정은 포괄적인 기준이므로, 폼목별(HS 6단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함.
품목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의류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50% 중 선택
- 직물기준(Fabric Forward)
- 단, 섬유사 및 직물류 중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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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기준
- 완성차: 역외산 부품 비율 45% 이하
-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 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 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 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 이하 기준 적용가능

쌀∙녹차∙참기름∙
인삼 및 관련 제품

역내산(완전생산기준) 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산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담배

역외산 재료는 30%까지 허용

(자료원) 한-영국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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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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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STEP활용
		
Hs code 확인
1 방법
STEP 1. Hs code 확인




• 2020년 10월 현재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영국의 HS는 EU 정보로 확인 가능

2020년 10월 현재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영국의 HS는 EU
EU 정보로
정보로 확인
확인 가능
가능
• 영국의 HS 확인
영국의 HS 확인
방법 1) HS 6자리는 전세계 공통이므로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한국의 HS 6자리 확인 후, 영국의 관련
방법 1) HS 6자리는 전세계 공통이므로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한국의
한국의 HS
HS 6자리
6자리 확인
확인 후,
후, 영
Site에서 7자리 이하의 전체 자리수 확인
관련 Site에서 7자리 이하의 전체 자리수 확인
방법 2)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EU 기준으로 HS 전체 자리수 확인
방법 2) 한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EU 기준으로 HS 전체 자리수
자리수 확인
확인
방법 3) 영국의 관련 Site에서 HS 전체 자리수 확인
방법 3) 영국의 관련 Site에서 HS 전체 자리수 확인
1)
한국 관세청의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한국

클릭

국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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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방법1
방법1

품명 또는 HS로 검색

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방법1

06

HS 4단위 또는 6단위
호의 용어에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가
검색되므로 HS CODE
확인 시 유의해야 함
예) ‘승용자동차용
타이어’도 검색됨

FTA 실무활용 가이드
한-영한-영국
FTA 실무
활용가이드

방법2

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물품 설명에 따라 부 > 류 > 호의 순서로 선택

방법2
물품 설명에 따라 부 > 류 > 호의 순서로 선택
따라 부 > 류 > 호의 순서로 선택
예시) 방법2
자동차 부분품의물품
HS 설명에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예시)
자동차
부분품의
HS CODE를
확인하려는
예시)
자동차
부분품의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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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상이

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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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2) 영국의 정부기관 홈페이지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2) 영국의 정부기관 홈페이지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방법1방법1

물품명 또는 HS CODE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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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물품 설명에 따라 부 > 류 > 호의 순서로 선택

예시) 자동차 부분품의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물품 상세에 따라 HS CODE 세분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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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설명에 따라 부 > 류 > 호의 순서로 선택
예시) 자동차 부분품의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부(Section)

류(Chapter)

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86류~89류)

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물품 분류 가이드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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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관세, 부가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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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또는 export 선택 후 거래 상대 국가별 관세 검색 가능
HS 8708219000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관세 4.5%, 부가가치세 20%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참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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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관세 혜택 확인

1) FTA 관세 혜택이란?
FTA 관세 혜택은 상대국 일반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FTA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일반세율 ＞ FTA 세율 : FTA 세율 활용 실익 있음
- 일반세율 ≤ FTA 세율 : FTA 세율 활용 실익 없음
※일반세율 - MFN 세율, 기본세율 등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 가능한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

2) FTA 관세 혜택 예시
•수입국의 일반세율 20%, FTA 협정세율 16%인 경우
→ 4%의 관세혜택 발생
•수입국의 일반세율 5%, FTA 협정세율 5%인 경우
→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FTA를 활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세율 측면에서 FTA를 활용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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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영 FTA 관세 양허 유형
양허유형

설명

0

2011년 7월 1일에 관세 철폐

2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3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5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6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6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7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0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2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3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5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8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20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0-A

2011년 7월 1일에 기준세율의 5% 인하
이행 3년차에 기준세율의 5% 추가인하
이행 4년차~6년차에 매년 기준세율의 7% 추가인하
이행 7년차~8년차에 매년 기준세율의 10% 추가인하
이행9년차에 기준세율의 12% 추가인하
이행 10년차에 기준세율의 17% 추가 인하
이행11년차에 기준세율의 20% 추가인하하여 무관세 적용

10-B

2011년 7월1일에 종가세 20%로 인하되어 이행2년차까지 유지
이행 3년차부터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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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유형

설명

12-A

이행 1년차~9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이행 10년차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6-A

이행 1년차부터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감축되어 종가세 30%로 인하, 이행 17년차부터 무관세
적용

S-A

5월 1일~10월15일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이행1년차부터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10월16일~4월30일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이행일에 종가세 24%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
지 유지, 이행3년차부터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S-B

9월1일~2월말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기준 관세율이 유지
3월1일~8월31일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이행일에 종가세 30%로 인하되어 이행2년차까지
유지, 이행3년차부터 6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

기준 관세율 유지

X

협정 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한-영 FTA의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은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7.1.로 규정하며, 이행 n년차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이행 1년차 : 2011.7.1. ~ 2012.6.30.
- 이행 2년차 : 2012.7.1. ~ 2013.6.30.
- 이행 3년차 : 2013.7.1. ~ 2014.6.30.
…(중략)
- 이행 10년차 : 2020.7.1. ~ 2021.6.30.
- 이행 11년차 : 2021.7.1. ~ 2022.6.30.
…(후략)
•2020년 10월은 이행 10년차에 해당하며, 한-영 FTA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양허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당초 계획대로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2020.12.31.종료되어 2021.1.1.에 한-영 FTA가 발효되는 경우,
양허유형 0~7인 물품이 즉시 철폐 효과가 있음
•협정 발효 후 당사국이 어느 시점에 최혜국 세율(MFN 세율)을 감축하여 한-영 FTA 세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해당 MFN 세율이 그 기간동안 적용
•과도기간 중의 관세율은 소수 둘째 자리부터는 버림 처리
(예를 들어 계산된 값이 7.38%인 경우, 7.3%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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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영 FTA 관세 양허 유형 확인방법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URL : fta.go.kr)

협정 선택

발효 이전에는 서명/타결국가 부분, 발효
이후에는 발효국가 부분 클릭하여 확인

협정문 및 기본문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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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유형 설명, 협정/HS 별 양허유형 확인 확인 가능

예1)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국 양허표 확인’ (AN2-231 ~ AN2-566 페이지)
예2)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양허표’ 확인 (AN2-6 ~ AN2-2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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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한국에서
영국으로
항공기
부품을
수출하는
8803.10)
예1)예1)
한국에서
영국으로
항공기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경우
(HS (HS
8803.10)
예1) 한국에서 영국으로 항공기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HS 8803.10)

기준세율 2.7%, 양허유형 0
→ 2011년 7월 1일에 관세 철폐이므로, 한-영 FTA가 언제 발효되더라도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있음
예2)
영국에서
한국으로
버터를
수출하는
경우(HS
0405.10)
예2)
영국에서
한국으로
버터를
수출하는
경우(HS
0405.10)
예2)
영국에서
한국으로
버터를
수출하는
경우(HS
0405.10)
온두라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양허표 확인
온두라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 양허표 확인

기준세율 89%, 양허유형 10
→ 2011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 2021.1.1에 한-영 FTA 발효되어 해당 월에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행 10년차에 해당하므로,
2021.1.1~2021.6.30. 기간은 8%, 2021.7.1부터는 0% 적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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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1) 원산지 기준의 개념
원산지기준

의미

완전생산기준 당사국내에서 완전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
역내가공원칙
기본
원칙

일반
기준

주요
분야별
특례
기준

비고
불완전한 생산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원산지 결정기
준) 적용

역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역내가공원칙의
예외로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인정

충분가공원칙 단순, 경미한 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미인정

예) 포장변경, 단순, 혼합,도축 등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
어야 하며,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면 원산지 미인정
다만 제3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EU를 경유하더라도 3년간
직접운송원칙
하역/재선적/제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한시적으로 직접운송 인정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제3국
을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누적기준

EU산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다른 쪽 당사국이나 EU를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를 사용
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효,
시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 단 불인정 공정을 넘어서는
단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본
작업 또는 가공을 하는 경우로 한정
규정의 검토 가능

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으로 간주
- 세번 미변경 역외 원재료의 가치가 제품 총 가치 EWX
의 10% 이하
- 세번 미변경 역외 원재료의 중량이 8~30% 이하
(물품별 상이)

세번변경기준
완제품과 투입한 역외 원재료간 HS CODE 변경 여부로
(HS CODE
원산지 결정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역내 가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정도로 원산지 결정
예) MC 40%
실질적
변형기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로 예)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가공공정기준
(품목별 원산지
원산지 결정
제거된 경우
기준 : PSR)
실질적 변경기준의 조합형으로,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조합기준
예) CTH and MC 40%
인정
선택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선택형으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원산지 인정

예) CTH or MC 4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경우, 품목별(HS CODE)별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고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가공국을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FTA 체결 국가 간 수출입 물품은 무조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X)
☞ FTA 관세 혜택은 조건부로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이 충족한 물품에 한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모두 한국산이다. (X)
☞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원산지) 인정 조건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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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한-영 FTA 협정문에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2에서 확인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3/uk/2/

예)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상품명

(1)

(2)

ex 제 83 류
8302. 41

8302. 60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3)

또는

(4)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다음을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
함.
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 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러나 제 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자동 도어 폐지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
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
러나 제8302호의 그 밖의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
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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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 사례(세번변경기준)

Q

한국소재 중소기업이 중국 고무를 수입하여 신발 바깥바닥을 만들어 영국으로 수출하려는데,
한-영국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소재 / 영국 수출
1. 원재료 : 중국 수입 → 완전생산기준 충족 안됨
2. 신발 바깥바닥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신발 바깥바닥(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① HS CODE : 6406.20
②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최종재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HS CODE) 비교
구분

류

호

소호

(최종재)

64

06

20

40

02

99

(2단위)

(4단위)

(6단위)

CC

CTH

CTSH

(원재료)

☞ 역외산 원재료 중에 세번 앞자리 4자리에 ‘6406’가 있으면 원산지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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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판정 사례(부가가치기준)

Q

한국 소재 중소기업이 자동차 배기관을 만들어 영국으로 수출하려는데,
한-영국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소재 / 영국 수출
1. 자동차 배기관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자동차 배기관(최종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
① HS CODE : 8708.92
② MC 50% or CTH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자동차 배기관 EXW 가격 : 600원
◦ 최종재에 대한 BOM
자재명

세번부호

원재료가격

원산지

A

7218.10

150

한국

B

4002.19

70

중국

C

7219.11

30

한국

D

7221.00

50

한국

◦ MC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MC법으로 계산한 값이 50% 이하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MC =

비원산지재료비의 합
상품가격(EXW)

x 100 =

70
600

X 100 = 12%

3) 원산지 증빙서류
* 개념 :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 등
* 종류 :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기타 원산지입증서류 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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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실무 활용가이드
한-영국 FTA 실무활용 가이드

- 원재료, 품명, HS CODE,
소요량, 단가, 가격, 구매
처, 원산지 지위, 입증서류
등 기재
- 중 간 재 규 정 을 활 용 하
지 않는 경우, BOM상의
원재료는 매입한 원재료만
을 기재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

- 원재료, 품명, HS CODE, 소요량, 단가, 가격, 구매처, 원산지지위, 입증서류 등 기재
-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BOM상의 원재료는 매입한 원재료만을 기재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재료, 품명, HS CODE, 소요량, 단가, 가격, 구매처, 원산지지위, 입증서류 등 기재
-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BOM상의 원재료는 매입한 원재료만을 기재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출(생산)제품이 역내에서
어떠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출(생산)제품이 역내에서 어떠한 공정단계를 거쳐 생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4

- 수출(생산)제품이 역내에서 어떠한 공정단계를 거쳐 생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 서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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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1.수출자

2.생산자

(2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팩스번호

상
호
성
명
주
소
(전자우편주소)
상
호
성
명
주
소
(전자우편주소)

- 수출자, 수입자, 수출물품
명세, 원재료 명세, 제조
공정 등의 내용을 기재
하여 FTA 활용이 가능한
역내산인지 여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한 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팩스번호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04]

4.품목번호(HS No.)
가격조건

5.물품가격
금

공 장 도가격(EXW) [ ]
본선인도가격(FOB) [ ]

6.원산지결정기준

액

7.자유무역협정명칭

8.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연번

15.합

11.품목번호

10.재료명

13.가 격
수 량
가 격

12.원산지

(HS No.)

14.공급자
(생산자)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
예 [ ]

아니오 [ ]
아니오 [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

19.결합기준

예 [ ]

아니오 [ ]

20.특정공정기준

예 [ ]

21.역외가공기준
23.누적기준 적용여부
25.기
타

예 [ ]
예 [ ]
예 [ ]

아니오 [ ]
아니오 [ ]
아니오 [ ]

22.최소기준 적용여부
24.직접운송 여부
26.원산지 결정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충족 [ ] 불충족 [ ]

(부가가치비율 :

아니오 [ ]

% )

아니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직

자 :

(서명 또는 인)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년

월

일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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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2.공급하는 자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전자우편주소(E-mail)

Authorization No.)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3.공급받는 자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Supplied to)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연번 5.자유무역 6.품목번호 7.품명ㆍ규격 8.수량 및 9.원산지 10.원산지 11.원산지 12.원산지포괄
(S/N)

협정명칭

(HS No.) [Description

결정기준 결정 기준 (Country 확인기간

단위

ㆍSpecification (Quantity (Origin
충족 여부 of
& Unit) Criterion) (Fulfillment Origin)
of Good(s)]

(Name of
FTA)

of Origin
Criterion)

( 년 월 일~ 년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미충족
(Y)

(N)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직

자(Declarer)

:

위(Title)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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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05]
- 1) 원산지 상품을 매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취, 또는
2) 투입원재료의 한-영국
FTA 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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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원산지증명서작성

1) FTA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수출, 수입 거래 시 FTA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
* 특정 물품이 한국의 일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O)와는 상이

2) 작성방식

발급방식

자율작성방식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물품 :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C/O 자율발급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 : 인증수출자 아니더라도 C/O 자율발급 가능

양식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3의 문구(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 (별도의 양식 없음)

원산지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인증수출자 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 국가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주체

수출자

작성언어

영어 또는 한국어

유효기간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 한-영국FTA 에서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C/O)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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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세율 적용
* 원칙 -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신청
* 예외 - 원산지 신고서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
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이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개인소포:
① 한국반입 1,000$ 이하
② 영국반입 500€이하
* 여행자수화물:
① 한국반입 1,000$ 이하
② 영국반입 1,200€ 이하
 만,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
다
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유로화 외의 영국의 자국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
화상의 금액은 영국에 의해 매년 정해짐(한국의 경우 상기 금액을 관세청장이 게시)
* 물품 총 가격의 기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
다만,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
격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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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혜택 신청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후 수입통관(일반적인 절차)

①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② 수입신고

③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통관 후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사후신청 절차)

① 수입신고

② MFN 실행 관세
납부

③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④ FTA 특혜관세 적용
및 환급 (수입 후 2년이내)

◦	'영국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 후 2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한국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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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보관

◦원
 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자는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해
 외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로써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함

수입자 보관서류

생산자 보관서류

수출자 보관서류

○ 원산지 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명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입신고필증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 지식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 원재료 생산 및 구입관련 증빙서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련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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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보관서류 외

사본
- 수출신고필증,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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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1) 원산지 검증의 개념
특혜 적용 받은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

2) 한-영국FTA 원산지 검증

검증

회신

방법

간접검증

주체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기간

10개월(간접검증)

대상

수출국 관세당국

항목
품목분류

예시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 등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등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는지 등

협정관세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는지 등

직접운송원칙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었는지 여부 등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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