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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한국과 베트남이 양자간에 체결한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다. 한·

베트남 양자간 FTA의 관계는 이미 한·ASEAN FTA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 양자간 경제 및 

통상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양자간 FTA 협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양자간 

FTA 체결이 성사되었다. 

한·베트남 FTA는 FTA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외에도 양자간 

경제협력 분야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타 FTA와 달리 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전 산업, 

표준 및 기술규정, 통관절차 및 원산지규정 등 무역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한ㆍ베트남 FTA 제13장 경제협력 이행약정 주요내용 >

▸ '한-베 FTA 제13장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통해 500만 불 규모의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 주요 협력분야 : 산업 (제조업, 산업기술, 농업, 수산업, 임업 등), 무역규칙 (표준/기

술규정, 원산지,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기타 (중소기업육성, 통계, 공정경쟁, 투자)

▸ 협력방식 : 기술지원, 정보교환, 공동사업 수행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FTA 이행 역량강화

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사업은 베트남의 한·베트남 FTA의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FTA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역

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국간 FTA를 통한 경제협력챕터 

및 이행 약정을 통해 경협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에 근거하고 있다.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한

ㆍ베트남 FTA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양국의 기업의 무관세 혜택을 향상시킴으

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신장되고, 양국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생효과 및 시너

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나아가 협력대상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기반과 양국의 우호적 경협기반을 구축 및 강화할 것이며, 경제협력 사업

을 통해 상대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경제사회발전 협력의 기

반을 조성 및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한ㆍ베트남 양국의 교역 

및 FTA 체결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III장에서는 FTA 이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양국간 FTA의 이행 현황을 비롯하여 원산지 증명, 통관 및 검증 분야에 대한 한ㆍ

베 양국의 법, 규정 및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분야에

서의 역량 강화, 양국간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 프로그램 구축, 전자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필요

성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고, 끝으로 제V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Chapter 1
서  론

5

CHAPTER

02

한·베트남 양국 관계

Part 1  일반개황

Part 2  한·베트남 양자관계

Part 3  한·베트남 FTA 관계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FTA 이행 역량강화



Chapter 2
한·베트남 양국 관계

7

Chapter

2 한·베트남 양국 관계

Part 1 일반개황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부

문의 광범위한 상호 작용을 비롯하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

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무역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수교 이후 25년 

만에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 양국은 정치, 사회, 경

제,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협력과 공동 사업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ㆍ베 양국의 관계는 2001년에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2009년 전략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

드되어, 양국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

라 국방, 산업, 에너지, 인프라, 운송, 건설 및 도시 계획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있으며 

무역, 투자, ODA, 노동, 관광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은 한국의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가장 많이 받는 국

가로서, Consultation on Vietnam 2035 Report(2015)와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DEEP) program for the Vision of Vietnam(2015~2018)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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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양국은 교류 강화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추진력 있게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 교육, 문화, 산업 

부문에 걸쳐 다양한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유

연성과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한국은 베트남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글로벌 

HR 포럼 2017’을 시작하였고, 인적 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다양한 전략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교환하는 정책 개발에 대한 심층 논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201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국방장비 수출, 양자사업투자 확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양국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도 합의하였다.

Part 2 한·베트남 양자관계

한국과 베트남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1960년대 이후 수출을 통

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해가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후 1995년 ASEAN 가입, 

1998년 APEC 가입, 2000년 미국과의 항구적 무역관계 정상화, 2007년 WTO 가입을 거치면

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은 ASEAN 경제성장을 주

도할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국, 일본, 칠레 등과 양자간 FTA도 체결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

의 3대 수출시장이자 누적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 번째 투자지역이다. 또한 한국이 가

장 많은 ODA를 공여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ASEAN 10개국 가운데 한국과 가장 긴밀

한 경제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2017년 수출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하였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약 478억 달러로 중국 (1,421억 달러), 미국 (68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 수출국이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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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대 정식 수교이후 꾸준한 관계개선과 양자간 FTA, 대베트남 투자확대, 그리고 베트

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한국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총계 172,268 284,419 466,384 572,665 526,757 495,426 573,694 

1 중국 18,455 61,915 116,838 145,288 137,124 124,433 142,120 

2 미국 37,611 41,343 49,816 70,285 69,832 66,462 68,610 

3 베트남 1,686 3,432 9,652  22,352 27,771 32,630  47,754

4 홍콩 10,708 15,531 25,294 27,256 30,418 32,782 39,112 

5 일본 20,466 24,027 28,176 32,184 25,577 24,355 26,816 

6 호주 2,606 3,812 6,642 10,283 10,831 7,501 19,862 

7 인도 1,326 4,598 11,435 12,782 12,030 11,596 15,056 

8 대만 8,027 10,863 14,830 15,077 12,004 12,220 14,898 

9 싱가포르 5,648 7,407 15,244 23,750 15,011 12,459 11,652 

10 멕시코 2,391 3,789 8,846 10,846 10,892 9,721 10,9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www.kita.net)

  

수입에 있어 베트남은 한국의 여덟 번째 수입대상국으로 2017년 기준 약 162억 달러의 수입

을 기록하였다. 수출에 비해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2000년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비

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2016년 통계 기준으로 베트남에게 한국의 네 번

째 수출대상국이 동시에 두 번째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

국이며 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약 114억 달러로 미국 (385

억 달러)이나 중국 (22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147억 달러)에 근접한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에서는 중국 (500억 달러)에 이어 322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면서 3

위의 일본 (151억 달러)을 두 배 이상 앞서는 수입액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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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주요수입국에 대한 수입비중 변화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한ㆍ베트남 양자간 교역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 ‧ ASEAN FTA, 한 ‧ 베 FTA 등의 체결은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양국 간 

교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듬해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 기간 연평균 약 20%의 수출증가율과 약 25%의 수입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로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2015년 

베트남은 한국의 네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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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ㆍ베트남 양자간 교역관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베트남 투자는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한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꼽힌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한ㆍASEAN 

FTA 타결, 베트남·EU FTA 타결, TPP 가입 이외 다양한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은 베트남의 

개방 추진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7년 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

정과 2015년 한ㆍ베트남 FTA 발효는 양국 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 
ASEAN FTA와 한‧ 베트남 FTA가 발효된 2007년과 2015년 각각 47%와 23%의 대베트남 교

역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ㆍ베트남 수교 이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인 20%였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베트남과의 두 차례의 통상협정 체결은 분명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부분에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1992년 수교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6년 한국

의 대베트남 FDI는 약 23억 달러로 한국의 총 FDI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까

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누계는 총 156억 달러로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케이남군도에 이어 

네 번째 투자국이 되고 있다. 2007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무려 118% 증가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보다 43.9%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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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베트남으로 투자가 쏠리는 이유를 낮은 노동비용

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6년 약 41억 달러이던 베트

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15년에는 약 125억 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투자 국가로 2016년 누적기준 베트남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의 약 17.2%를 차지

하면서 일본 (14.4%), 싱가포르 (13.0%), 대만 (10.9%) 등을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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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베트남 시장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유입 현황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http://www.gso.gov.vn)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Part 3 한·베트남 FTA 관계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체결된 FTA는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등 중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ㆍASEAN FT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0월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

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

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한ㆍASEAN FTA 추진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2005년 2월 

양자간 협상이 개시되었다. 양측은 2005년 12월 13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및 「대한민국과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에 서명하였고, 이후 상품협상과 서비스협상 그리고 투자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1일 한국과 국내 비준절차 (ratification 

process)를 마무리한 ASEAN 4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정식 발효되

었으며, 이후 필리핀(2008년 1월1일), 브루나이 (2008년 7월1일), 라오 (2008년 10월1일),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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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아(2008년 11월1일)와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국내 문제로 서명이 지연된 태국은 2009

년 2월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에 들어가면서 ASEAN 10개국과

의 상품협정 이행이 완료되었다.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 그리고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표 

(concession list)와 품목별 원산지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이 각각의 부속서

에 명시되었다. 부속서1 일반품목군의 양허는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한국 및 

ASEAN6,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국별로 양허스케줄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으

며, 부속서2 민감품목군의 양허 역시 각 국가의 품목별 민감성을 고려되었다.

한ㆍASEAN FTA하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ㆍ베트남 양국은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하였는데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5년 5월 정식서명에 이르 다. 

한ㆍ베트남 FTA는 한국이 타결한 15번째 FTA로, ASEAN 지역 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

는 베트남과 체결한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형 FTA이다. 또한 기존에 체결한 한ㆍASEAN FTA보

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하는 등 업그레이드형 FTA라는 점

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상품협상에서 베트남 양허는 기존 한ㆍASEAN FTA의 양허에 추

가적으로 1.2%에 해당하는 품목은 즉시철폐, 1.9%에 해당하는 품목은 3년, 2.9%에 해당하는 

품목은 5~10년, 나머지 0.1% 품목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의 

86.3%이던 베트남의 양허수준은 92.4%로 향상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양허는 

한ㆍASEAN FTA에서 양허하고 있는 91.7%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

세를 즉시 철폐하고, 1.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5년 내에, 0.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

세는 7~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여 양허수준을 92.4%에서 94.7%로 높이게 되었다. 이밖에 한

국은 수출업자 및 생산자의 편의를 위해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단축하고, 품목 분류, 세관 

평가 및 원산지 분야에 대한 사전심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를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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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FTA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

Part 1 한·베트남 FTA 이행 현황 분석

1. FTA 이행의 효율성 측정  

FTA 자체가 수출품목의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는 해당 품목이 FTA에

서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FTA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교역량 자체가 많

지 않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

게 체결된 FTA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FTA 이행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활용률 분석에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상 FTA 이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FTA 활용률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액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FTA혜택을 받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

이다. 따라서 FTA 활용률은 양자간에 체결된 FTA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정량적인 지표이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입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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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통해 2013~16년 동안의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을 대상으로 활

용률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한국의 2013-16년 대베트남 수입은 약 

375억 달러로 섬유ㆍ의류품목의 수입이 약 128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기계품목 (100억 달러), 가공식품 (25억 달러) 등의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동 기간 대베트

남 수입에 대한 적용관세율은 1.7%로 2016년 한국 단순평균 관세율이 12.7%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적용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체결되어 발효된 한ㆍASEAN FTA와 한ㆍ베트

남 FTA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2013-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수입액 관세부과액 적용관세율

전자기계 9,966.7 136.0 1.4%

일반기계 1,552.1 10.9 0.7%

가죽제품 502.8 10.7 2.1%

금속제품 1,562.8 13.3 0.8%

비금속제품 416.2 15.4 3.7%

기타제조업 1,134.6 5.8 0.5%

기타 운송기기 62.9 .1 0.2%

종이ㆍ목재 1,416.5 28.6 2.0%

정밀기계품목 895.1 30.0 3.4%

1차상품 2,535.7 172.5 6.8%

가공광물 1,914.0 17.5 0.9%

가공1차상품 1,223.8 40.2 3.3%

고무ㆍ화학제품 1,256.5 10.9 0.9%

섬유ㆍ의류제품 12,807.9 117.2 0.9%

운송기기 206.5 10.5 5.1%

미분류 11.5 .0 0.0%

총계 37,465.5 619.6 1.7%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Chapter 3
FTA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

19

2013-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에서 무관세품목이나 한ㆍASEAN FTA 및 한ㆍ베트남 

FTA에서 양허 제외된 품목의 수입 혹은 여타 이유로 인해 ‘특혜관세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품

목을 제외한 품목의 수입액은 약 345억 달러이다.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의 FTA 

활용률을 연도별/산업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FTA 활용률: 연도별, 산업별

산업 2013 2014 2015 2016

전자기계 28.8% 34.4% 25.8% 26.9%

일반기계 25.7% 21.0% 11.4% 15.6%

가죽제품 75.8% 77.5% 67.9% 68.2%

금속제품 48.6% 57.1% 55.2% 50.2%

비금속제품 89.4% 88.7% 50.1% 42.6%

기타제조업 47.6% 47.8% 47.4% 54.1%

기타 운송기기 53.4% 68.6% 49.6% 42.1%

종이ㆍ목재 78.9% 91.7% 92.9% 94.8%

정밀기계품목 61.3% 49.3% 39.8% 49.8%

1차상품 77.0% 69.4% 73.5% 85.9%

가공광물 73.0% 45.5% 36.3% 71.0%

가공1차상품 98.7% 98.8% 99.1% 94.3%

고무ㆍ화학제품 90.6% 87.9% 82.9% 74.8%

섬유ㆍ의류제품 94.4% 94.8% 95.2% 95.1%

운송기기 1.6% 0.7% 0.6% 73.6%

총계 72.6% 71.9% 60.7% 58.8%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먼저 연도별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의 FTA 활용률은 2013년 72.6%에서 2016년에는 

58.8%로 하락하였다. 산업별로는 가공 1차 상품과 고무ㆍ화학제품, 섬유ㆍ의류제품의 FTA 활

용률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운송기기 수입의 FTA 활용률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밀기계 수입의 활용률은 2013년 

61.3%에서 2016년 49.8%로 비철금속 수입의 FTA 활용률은 동 기간 89.4%에서 42.6%로 크

게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의 FTA 활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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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에서 이들 품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활용률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계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활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기기계품목의 수입활용률은 2013년 28.8%에서 2014년에

는 34.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5.8%와 26.9%로 감소하면서 

베트남 전체 수입활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기기계 품목의 대베

트남 수입액은 2013년 약 1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45억 달러로 네 배 이상 증가하였고 

동 산업품목이 총 베트남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6.3%에서 2016년에는 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에 정리된 것과 같이 전기기계산업 수입의 변동이 결과적으로 2013-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의 FTA 활용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수입활용률 감소는 원산지규정이나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기기계 품

목 생산의 구조적 특성이나 최근 삼성의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확한 원인 분석은 보다 세밀한 산업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 대베트남 전기기계 품목 수입 추이 및  FTA 활용률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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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의 대한국 수입1 

베트남 역시 품목분류에 있어 HS(Harmonized Commodity)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

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지난 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처음 가입한 이래로 관

세율이 현저하게 변화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FTA 협정에 가

입한 이후 관세율 인하가 베트남의 기업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관세는 수입관세, 부가세(VAT)이며, 특정 품목에 한해 특별소

비세(SCT)가 부과된다. 수입관세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제품에 부과되며, 

제품에 따라 관세율은 다르다. 수입 관세는 통관 전에 부과되며, 여기에는 FTA 특혜세율과 

MFN 세율, MFN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일반세율 등을 포함한다. 

한국과 체결한 FTA를 통한 관세양허와 관련하여 아세안과 체결한 FTA의 경우 HS 코드 기

준 총 8,32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를 약속한 반면, V-K FTA에서는 추가로 201개 품목에 

대한 15년 이내로 관세철폐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V-KFTA에서 합의사

항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Decree 149/2017/NĐ-CP)을 마련하였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효력을 가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되는 704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될 것이며, 주로 혜택을 받을 품목은 해산물, 밀가루, 제과류, 디젤연료, 제트연료, 도료, 

세탁세제, 플라스틱, 철강제품 등이 해당된다. 또한 2018년에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추

가로 65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집적 운송되어야 하며, MOIT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FTA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절에서는 FTA 이행

을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요 이슈인 통관절차

를 비롯하여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측의 데이터 제공의 한계로 베트남의 활용률 분석은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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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통관

1. 한국

최근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은 수출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의 중요성이 증

대되었고, 이에 관세행정의 자동화 및 능률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관세청은 이에 

대응하여 인터넷 및 기술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절차 표준화, 신속

화 및 간소화를 비롯하여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통해 무역업계의 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UNI-PASS를 통해 전자 수출입 통관, 화물 관리, 관세징수 및 환급 등의 업무가 모

두 일괄처리 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수입 및 수출 절차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

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

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

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그림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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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입통관 절차

출처: 관세청(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수입신고인은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관세사와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의뢰받

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한편 수입신고의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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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의 수입신고절차 주요내용

구분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신고 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이 적재항 출항 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 전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대상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일본ㆍ중국ㆍ대만ㆍ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시기
검사생략 적하목록 제출 후 적하목록 제출 후

보세구역 도착 보고 

후
수입 신고 후

검사대상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자료: 관세청 웹사이트

수입신고 처리는 수입신고서의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가 이루

어지고,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시 신고가 수리된다.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 수입요건의 구비 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 검토된다. 

한편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

반되는지 여부 등은 현품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수입물품검사라 한다. 검사비율

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방

법은 검사대상 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출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

나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수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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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대외무역법과 관계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금영

수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제약이 없는지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그림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수출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

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데, 현재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

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수출신고 관련 세부 내용

-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화주나 관세사가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출신고

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됨. 

- 전송한 수출신고내용에 대하여 전산으로 오류사항을 통보 받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 자료를 당초의 제

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

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 수출신고가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관세청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임. 

- 수출신고수리 방법은 그 사안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자동수리,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후 

수리 및 검사 후 수리로 나뉘며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함.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

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정 수출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과 외국간 이동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

며, 그렇지 못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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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출통관흐름도 및 통관절차

[통관절차]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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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GDVC)은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 조직으로, 관세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제

가 시장경제 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관세 심사 및 통관절차 

등에 있어 다각적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세관직

원의 업무 역량강화, 전문적 지식의 확충, 제도적 이슈와 업무환경 개선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법 규정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정보

기술이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절차상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투명성 및 효

율성 확보, 수출입기업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정부 관료의 수용 능력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수입 

베트남 GDVC은 2014년 이후 모든 지역 세관 부서에 자동화된 통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

다. 관세법 2014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신청인은 수출이 물품에 대한 신고서를 베트

남 자동화물 통관 시스템 (Vietnam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VNACCS)를 통

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VNACCS/VCIS는 통관 전, 통관 중 및 통관 후 등 3단계로 

통관절차가 진행되며, 이 시스템의 핵심기능은 자동통관(e-Declaration), 선박의 적하목록

(e-Manifest), 전자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전자 원산지증명서, 리스크 관리 및 수출입 업무 

관리, 통관 및 물품의 반출 등을 포함한다.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주요 단계에 대한 세부 설

명은 <그림 8>과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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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통관절차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GDVC)

표 5. 통관절차의 4단계

1 단계 자동통관 시스템의 표준화된 기준 및 포맷에 기초하여 필수입력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

2 단계

신고인은 신고번호 및 선별(selectivity)에 따른 검사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통보받는데, 검사여부

는 Green, Yellow, Red 등 3개의 채널로 구분됨. 

+ Green채널 : 서류조사 및 물품검사 면제. 물품은 통관을 위해 허용되며 4 단계로 이동

+ Yellow채널 : 서류조사. 세관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수정 또는 일부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검

사를 위한 세관에 서류 제출해야 함. 한편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3단계로 이동하거나, 통관이 

허가된 경우 4단계로 이동 

3 단계 + Red채널: 서류조사 및 물품검사 진행 

4 단계 신고인은 물품을 수령 받고, 수입신고서를 보관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GDVC)

한편 <그림 9>은 베트남의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정리한 결과이다. 베트남에서의 FTA 

특혜관세 신청은 한국과 유사하게 수입자가 세관당국에 수입시 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 원산

지 증빙서류를 포함한 여타 필수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체결한 FTA에서

는 수입 신고시 특혜관세 신청을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특혜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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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베트남의 특혜신청 절차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GDVC)

수출

수출물품 역시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그림 10>과 같은 절차가 진행

된다. 수출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 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두 절차에서 모두 신고자는 신고

서에 작성된 모든 정보와 세관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신고자는 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에 제공되는 정보에 책임을 가지며, 일부 물품의 경

우 수출자가 통관절차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가 즉각 신고자에 통보되

며,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수출신고서는 Green, Yellow 및 Red 등 3개의 채널로 구분되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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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진행된다. 

그림 10.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GDVC)

Part 3 원산지 증명

1. 한국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

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 발급방식을 각각 기관발급, 자율발급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체결한 FTA인 한·ASEAN, 한·베트남 FTA에서 모두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은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FTA 관련 기업들이 전자무역플랫폼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절차 및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개발하여 운용중인 UNI-PASS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무

역인증서비스센터 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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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UNI-PASS 

관세청의 UNI-PASS는 수출통관시스템, 수입통관시스템, 징수시스템, 수출 및 수입화물관리

시스템, 환급시스템, 통관단일창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 통관 절차에서 이뤄지

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하나로 통합시킨 시스템이다.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1992년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통관자동화계획⌟을 수립

함으로서 본격적인EDI 통관시스템 구축을 시작되었다. 관세청은 1994년 EDI 수출입통관업무 

시스템 개발 완료를 통해 전산화를 시작하였으며, 2세대, 3세대를 거쳐 무역 업무의 전산화작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으로 UNI-PASS

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6년 4월부터 4세대 UNI-PASS가 개시되었다(<표 

3-#> 참고). 

표 6. UNI-PASS 세대별 개발 내용

구분 추진내용

1세대

(1980년~1991년)

온라인(On-Line)시대

 납세고지서 발급업무, 수출입신고서 온라인 입력 업무 입력시스템 개발(1980)

 재1차 국가행정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전산시스템인 ‘항공화물

통관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1988)

 수출입신고서를 관세청에서 입력하지 않고 수입화주(관세사)가 관세청 주선산기로 직

접 전송하는 파일전송시스템 도입(1991)

2세대

(1992년~1999년)

EDI통관자동화시대

 수출입업무의 전 과정의 자동화를 위한 ‘EDI 통관자동화6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적인 EDI 통관시스템 구축 시작(1992) 

 EDI 수출입통관, 화물, 관세환급시스템 개발 완료(1994~1997)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수출입 통관 Paperless 시스템 개발 완료 (1995~1998)

3세대

(2000년 이후)

인터넷 통관포털

및 통관단일창구

 구축된 EDI 시스템을 웹으로 전환하여 웹 기반 UNI-PASS를 인터넷 포털(2004), 세

금납부(2005), 관세환급(2005), 단일창구(2005) 및 성과관리시스템(2005) 순으로 단

계적으로 개발

 항공화물관리에 최신 IT 기술인 RFID 도입(2007)

 추가적으로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2007), AEO관리시스템(2008) 개발

4세대

(2011년 이후)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

 2011년 이래로 4세대 UNI-PASS 시스템은 스마트 통관(smart clearance)을 기반

으로 지능형 세관 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 

자료: 관세청(2006)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새 이름, UNI-PASS”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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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으로 별도의 세관방문과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가 시스템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업자부터 개인단위까지 통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

다. 또한, 수출입통관시간이 1~2일에서 2시간 이내로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다. 

UNI-PASS의 도입과 사용 확대를 통해서 물류비용의 절감과 무역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있다. 

한·ASEAN, 한·베트남 FTA에서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형식으로 정한 경우 관세

청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해야 하는데, 

UNI-PASS를 통하여 세관에 제출되는 민원서류는 1992년부터 EDI 방식으로, 2004년부터는 

인터넷방식이 병행되었다. 즉, 인터넷 포털(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원산지 

관리⌟메뉴를 통하여 전자적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3세대 UNI-PASS내의 ⌜원

산지 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수출용 원재료·중간

재·완제품관리, 수출제품의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 서류 발급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원산

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후 2009년에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원활환 이용을 위해 원산지 

판정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UNI-PASS와는 별도의 시스템

으로 구분하고 UNI-PASS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발급 신청 및 조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은 크게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 관세

청 및 유관기관의 포괄적인 정보 확보, 전 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관세수입의 효과적 징

수를 통한 수입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원산증명서 신청 및 발급까지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UNI-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자료: 관세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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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NI-PASS를 가입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출자 서명을 등록한다. 로그인 후 「증명

서발급」의 「FTA원산지증명서」에 접속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신청개요-공통사항-물품내역까지 입력해야 한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그림 12. UNI-PASS 내 원산지 증명서발급 신청개요 작성란

자료: UNI-PASS 매뉴얼 중 신고서작성목록(FTA)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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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NI-PASS 내 물품내역 작성란 예시

자료: UNI-PASS 매뉴얼 중 신고서작성목록(FTA) 매뉴얼 참고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신청한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처리현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후 현지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급된다. 그러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끝으

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처리현황에서 결과 통보된 건의 제

출번호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나오고, 하단에 인쇄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센터 Web Certification System

대한상공회의소(KCCI)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무역인증서비스로, 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무역 관련 서류의 인증 업무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원

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나뉘며, 이 중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15개 협정 중 기관발급으로 규정된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FTA로 관세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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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I의 Web Certification System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그림 14>과 같고,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한 첫 단계로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KCCI 홈페

이지에서 서명등록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서명등록서 원본, 법인(개인)인

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준비하여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는 상공회의소에서 제반서류를 인증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림 14. KCCI의 인증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자료: 관세청 웹사이트

서명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웹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서식 작성 메뉴에서 인증 받고자 하는 서식을 선택하고 문서를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공회의소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완료된 문서는 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담당자에 의해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적정성 심사가 완

료된 후 접수문서는 발급완료 또는 보정요청의 형태로 기업에게 회신되고, 보정요청 된 문서는 

“재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된 문서는 반드시 재접수가 필요하다.

증명서 발급완료 시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수수료를 결제하고, 결제완료 된 승

인된 문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일반백지(A4용지)에 출력해야 한다. 발급 완료된 

문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증명서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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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 예시

자료 : http://cert.korcham.net/search/index.htm

한편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UNI-PASS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이 생략된다. 다음으로 송품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

서가 필요하다.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원산지증명서의 기관 발급 

신청시 필요하며,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하는 서류들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이밖에 수출자와 생

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요구된다. 

2. 베트남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베트남의 대외무역관리법 2017과 법령 31/2018/NĐ-CP(법령 19/2006/NĐ-CP을 대체)에 

따라, 베트남의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 및 조직을 관리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OIT가 지정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에서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비정부기관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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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증명서(Form B, GSP하에서의 Form A 등)를 발급한다. 최근까지도 Form AK와 

Form VK를 포함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9개의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베트남 

북부, 중부, 및 남부 여러 지역에 위치해있다. 해당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는 베트남의 웹사이트

(www.ecosys.gov.v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6. MOIT가 지정한 베트남의 원산지증명기관

자료: 베트남 MOIT의 Agency of Foreign Trade

베트남의 원산지증명발급 시스템(eCOSys)

베트남의 원산지증명 발급은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방식과 서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베트남의 MOIT는 인터넷을 통한 CO 발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6년 전자인증서시스템

(eCoSys)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eCoSys는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재의 eCoSys

는 (i) CO 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www.ecosys.gov.vn에 

저장하는 방식, (ii) 인터넷을 통해 CO를 발급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그림 17> 참

고). 다만 현재의 eCoSys의 가장 큰 약점은 베트남 관세총국이 관리하는 베트남의 싱글윈도우 

시스템(VNNSW)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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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자의 수출입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

황이다. 

그림 17. MOIT의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자료: 베트남 MOIT의 Agency of Foreign Trade

CO 발급 신청인이 상기의 (i) 방식의 적용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www.ecosys.gov.vn)에 모

든 관련 정보를 신고한 다음 전자서명이 등록된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i) 방식의 적용을 원할 경우 직접 제출하는 방식 대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발급기관이 관련 정보를 심사하고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한국과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체결한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즉 Form AK, Form VK) 발급은 서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OIT

는 행정 및 기술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자방식으로 발급할 것을 신청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제도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및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에 의한 자율발

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을 등록해야 한다. 최근 

시행된 법 규정(Decree no.31/2018/NĐ-CP)에 따르면 전자서명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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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FTA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선, 기본서류에는 신청서 (Decree no.31/2018/NĐ-CP에 첨부된 Annex 양식 04), 원산지 

증명서 Form VK (Circular no.40/2015/TT-BCT에 첨부된 부록 V),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에는 WO / RVC / CTC의 원가 계산서(시

행 규칙 05/2018/TT-BCT에 첨부된 부록 II-IX),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시행 규칙 

05/2018/TT-BCT에 첨부된 부록 X) 등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다. 

Part 4 원산지 검증

1. 한국

한국 관세청은 2004년에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지속적인 원산지 검증 업무를 수행하

였으나, 2011년 전까지 관세청 및 각 본부 세관별로 별도의 FTA 전담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

다. 한편 2010년 1월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설립되어 「관세법」 제233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위

탁받아, FTA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세관당국에 제공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FTA 원산지 전담조직(FTA 집행기획관실 원산지지원담당관)이 설치되었

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주요 본부(직할)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를 전담하

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FTA 원산지 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행정의 새로운 Starting 

Point로 삼아 원산지 검증행정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활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급증하는 검증 수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기법 도입 등 행정체제 전반의 Up-grade 필요하였기 때문

이다. 

이에 2012년 9월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으로 현행 행

정규칙명은 “FTA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다)을 제정, 시행되었다. 특히 한국이 

체결한 협정별 원산지검증의 세부절차가 다르고, 원산지검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검증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통합운영절차가 요구되었고 검증운영세칙 시행으로 원산지 검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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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이 행정규칙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검증절차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를 통하

여 검증의 수용성 제고하고, 검증 수행권한과 책임을 관세청에서 세관에 이양하고, 검증절차를 

표준화·시스템화하여 검증역량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지휘 기능, 세관은 정보 분

석 및 검증, 후속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검증의 효율성 제고를 의도하였다. 이밖

에 무작위 선별방식(Random) 검증대상 선정, 원산지검증 업무처리의 시스템化, 특정품목의 검

증전담팀 설치 등 검증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원산지 위험지표 및 수출입기업 

프로파일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원산지검증을 제도화하였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

시할 수 있다.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

(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

②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③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④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

는 경우 

또한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외부인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세관장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사

대상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조

사를 완료 이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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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지조사가 우선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① 조사대상자

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관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⑤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⑥ 세

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사대상자가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

에게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상대국 관세당

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

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

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보 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④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

는 경우

⑤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또한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통관, 심사 및 조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

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외부로부터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무

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이에 세관

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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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② 「기업심

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인심사 중인 업체, ③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④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에 한해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

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에 대한 검토 후 세관장은 원산

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거나,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 징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

은 만일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국내 서

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때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

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현지조사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①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

우, ②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관세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내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

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서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조력 및 절

차에 관하여는 수출물품 원산지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베트남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베트남 관세총국은 신고인의 신고내용, 세관서류 및 물품검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세관에서 신고인에게 수출품목의 

원산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물품 검사 및 검증이 생산시설에서 수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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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및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출품목은 관세법 54/2014/QH13의 제37조에 의

거하여 반출된다.

  

우선 제출서류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세관당국은 다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전자통관 신고서의 "물품 설명" 또는 종이세관 신고서의 "원산지" 상자에서 원산지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의 비교 

b) 세관 직원이 신고인이 신고한 원산지 내용을 확인하고,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수행 

c) 세관 직원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정보의 불법 이송을 의심할 경우 신고인에게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혹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편 세관 직원이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뒤에 신고인이 물품의 원산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

했거나, 관련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의 소관 부처장에게 물품 검사 및 생산시설에

서의 검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물리적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세관

직원은 해당 품목의 정보, 포장 및 라벨 등이 신고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자통관 신

고서의 경우 ‘담당직원의 의견란’ 혹은 종이 신고서의 ‘검증결과란’에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 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신고내용과 수출물품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

라 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이와 동시에 신고인에게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만약 신고인이 서류 제출에 실패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원산지 결정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세관 직원은 수출품목의 생산시설에서의 조사를 세관당국의 소관부처장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검증을 의뢰한 세관당국의 소관부처는 MOIT의 수출입관리부서와 VCCI의 협력을 통해 

생산시설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함.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검사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증을 실시한 세관당

국의 소관부처는 지역 및 관할 세관과 관세총국에 통보해야 함. 

③ 검증을 실시한 소관부처 및 지역 및 관할 세관은 관세총국의 통보에 따라 물품 조사에 국

내외적으로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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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수입물품 역시 수출물품과 마찬가지로 신고서의 내용, 원산지증명서 및 제출서류, 물품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원산지를 조사하고 검증하게 된다. 조사 및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물품은 관세법54/2014/QH13의 제37조에 따라 반출되지만 특혜관세는 적용되지 않

고 공식적인 세율은 조사 및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수입물품의 물리적 조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정보, 포장 및 라벨 등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검토하고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체, 벌크 및 라벨부착 대상이 아닌 상품 혹은 라벨이 

붙은 상품이지만 원산지 정보가 없는 수입품목의 경우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이동 경로

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적 평가를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부품 및 

샘플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전자통관 신고서의 경우 ‘담당직원의 의견란’ 혹은 

종이 신고서의 ‘검증결과란’에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확인 결과, 제출 서류와 물품의 검사 결과가 일치할 경우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락하고 물품은 규정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명

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우선, 세관 직원은 세관당국의 

소관 부처장에게 질의사항 및 원산지증빙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 및 보충해줄 것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한편 통보는 VNACCS 시스템을 통해 전자형식으

로 이루어지거나,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고인의 설명 혹은 

제공한 서류에 기초하여 관할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인이 충분한 소명을 못 할 경우 해당 품목에 

MFN 혹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 지역 및 관할 세관에 서면 통지한다. 

한편 수출국에서 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국의 권한당국에 원

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야 하며, 해당 품목의 원산지에 

대한 질의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관세총국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검증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국의 권한당국이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 및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질문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국과의 검증 절차상의 세부 내용을 마련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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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정책 제언

Part 1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역량 강화

1. 원산지 정보 분석 

원산지 검증대상은 무작위(random) 방식과 합리적 의심(resonable doubt)에 기초한 원산

지 검증대상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선정된다. 우선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원산지 검증대상 

수입물품을 선정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 분석기법이 이용되는데, 한국의 관세당국이 이를 사용

하는 이유는 원산지 전수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교한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물

품 위주로 원산지 검증역량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원산지 검증 남발에 

따른 세관행정 자원 낭비를 막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교한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작위 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대상 선정은 정보 분석 기법에 의한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대상국과 수출입 검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출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무작위 방식에 의한 원산지검증 대상 선정 프로세스

무작위 방식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은 원산지 위험지표를 활용한 층화추출 

방식(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한다. 여기에서 층화추출 방식은 표본 추출 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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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집단을 같은 특질의 소집단으로 분류, 각 소집단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을 얻는 방식

을 말한다. 선정절차는 원산지 위험지표를 정한 다음, 대상산업(MTI*중분류)을 선정한 후 이를 

토대로 HS 4단위로 대상품목을 정하고 여기에서 최종대상품목(2개 이상의 위험인자 내포)을 

선정한다(<표 7> 참고). 위와 같은 선정절차를 거쳐 원산지 위험 지표별 2가지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5대 품목을 우선 선정하면, 다음과 같이 ① 자동차, ② 자동차 부품, ③ 윤활유, 

④ 돼지고기, ⑤ 고가신변용품 등이 선정된다. 

표 7. 층화추출을 통한 기획검증 대상 품목

위험지표 위험인자 대상MTI 대상 품목

무역위험

수입규모증가 품목 수송기계 자동차, 선박

수입급증 품목 광물성연료 윤활유, 원유

신규수입 품목 보석 및 귀금속 고가 신변용품

산업위험
국내산업 피해 초래 농축산물 돼지고기, 와인

부가가치 적용품목 수송기계 자동차부품

당사자 위험 인증국가와 적출국 상이 농축산물 돼지고기, 조제식료품

증명서 위험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신변잡화 고가신변용품, 차부품

국가위험
FTA 수입증가국 독일, 이탈리아 자동차, 고가신변용품

원산지검증 요청 과다 폴란드, 프랑스 돼지고기, 자동차부품

자료: 관세청

원산지 검증을 위한 최종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FTA 발효 이후 수입규모, FTA 

대상국의 검증요청이 많은 품목, FTA 무역피해 인정 품목 및 신규로 특혜통관이 된 품목인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최종적으로 원산지검증 대상 업체를 선별함에 있어 최종대상 품목으로 선

정된 기획검증대상품목의 선별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산지검증 대상 업체가 선정된

다. 이들 업체의  FTA 협정발효 이후 수입한 실적 중 무작위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의 수입

신고서(업체별로 5~30건 이내)를 선별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정보 분석 프로세스

한국의 세관당국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FTA원산지검증의 대상 수입물품을 선정하기 위하

여 원산지 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FTA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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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총 5단계의 정보 분석 프로세스를 거친다. 

첫째, 원산지 위험지표를 확인을 한다. 이는 10개의 위험영역별로 총 169개로 구성된 위험

지표에 기초하여 원산지 정보 분석에 필요한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둘째, 통계분석에 의한 원산지 위험품목을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

는 CDW(Customs Data Warehouse)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무역위험, 세율위험, 파급효과 

등)을 하거나 관세청에서 세관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위험관리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원산지 위험품목을 상세 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위험품목에 대한 수출입 업

체, 품목별 특성, 수출국 개황 등을 분석하여 검증 대상 범위 축소하는 작업이다. 

넷째, 선정된 원산지 위험품목의 세관에 제출된 서류를 발췌하여 확인한다. 이것은 원산지 

위험품목의 통관절차에서 세관당국에 제출된 서류를 발췌하여 확인하는 작업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험점수를 산정한다. 이것은 앞의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

험점수를 산정하여 검증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Step 1 : 원산지 위험지표 확인 단계

원산지 위험지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내외 원산지검증 사례 분석 및 WCO 위험지

표 분석을 통해 추출된 원산지 검증에 특화된 위험식별요소로 원산지증명서위험, 무역위험, 국

가위험, 물품위험 등 10개 위험영역별로 총 169개 위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험지표별

로 3단계(H, M, L)로 구분하여 위험측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H(점수: 5)는 원산지 위험수

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M(점수: 3)은 원산지 위험수준이 ‘높음’을 뜻하며, L(점수: 1)은 

원산지 위험수준이 ‘보통’을 표시한다. 산출한 원산지 위험지표를 조합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

을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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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원산지 위험지표 현황

카테

고리
구분 영역 

구성

요소
위험지표 내용

A A1
원산지증명서위험

(Certificate of origin Risk)
19 미등록된 인장 및 서명 등 요소

B

B1
무역위험

(Trade Risk)
6

협정 발효 후 수입증가 급증 물품 및 신규 수입 물품 등 

요소

B2
산업위험

(Industry Risk)
6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 저개발 국가에서 수

입 등 요소

B3
국가위험

(Country Risk)
12

국경, 항구, 보세구역에 대한 통제능력이 부족한 국가 등 

요소

B4
물품위험

(Product Risk)
21 품명이상, 서류상 물품과 상이 등 요소

B5
세율위험

(Tariff Risk)
8 특혜관세수량제한 품목, 고세율 물품 등 요소

B6
거래당사자위험

(Transaction Parties Risk)
30 수출자·수입자가 국내에 소재지 없음 등 요소

B7
거래위험

(Transaction Risk)
17 물품 수입선과 대금결제선이 다른 경우 등 요소

B8
운송위험

(Transportation Risk)
14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

는 서류가 없음 등 요소

B9
원산지결정기준위험

(Rules of Origin Risk)
36 역외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처리 등 요소

합   계 169

자료: 관세청

Step 2 : 통계분석에 의한 원산지 위험 품목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산지 위험 품목 선정 단계에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CDW

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거나, 위험관리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다. 통계분석에서는 다음의 

위험 지표 분석을 통해 위험품목을 선정하는데, 무역위험, 세율위험, 파급효과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활용한다. 

먼저 무역위험 분석 방식은 협정발효 후 수입 급증품목 및 신규 수입품목 등을 선정하는 방

식인데, 원산지 위험지표 중 R-B1(무역위험)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한다. FTA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량 통계의 검토를 통해 무역위험을 분석하는 것으로, 위험지표 및 위험수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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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무역위험(R-B1)의 위험지표 및 위험수준

코드 위험지표 위험수준

R-B1-01 협정 발효 후 수입증가율 50% 이상인 물품 H

R-B1-02 협정 발효 후 수입증가율 30 이상~50% 미만인 물품 M

R-B1-03 협정 발효 후 수입증가율 10 이상~30% 미만인 물품 L

R-B1-04 협정 발효 후 신규 수입 물품 H

R-B1-05
협정 발효 후 제3국 수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대국 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물품
M

R-B1-06
상대국에서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예: 인도네시아 목재)
H

자료: 관세청

다음으로 세율위험의 분석방식은 MFN 세율과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세율 차이가 큰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인데, 위험지표 및 위험 수준은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다. 특히 이 방식을 통

해 부정수입으로 인한 혜택이 큰 품목을 선정하는데, 이는 분석건별 특성에 맞추어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한편 세율위험에서 선별된 품목의 협정금액을 활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파급효과 분석이라 한다. 

표 10. 세율위험(R-B5)의 위험지표 및 위험수준

코드 위험지표 위험수준

R-B5-01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M

R-B5-02 고세율 물품 M

R-B5-03 FTA 특혜관세수량제한 적용 대상 품목 M

R-B5-04 FTA 농산물특별긴급관세 적용 대상 품목 M

R-B5-05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 M

R-B5-06 FTA 계절관세 적용 품목 M

R-B5-07 MFN세율과 협정세율과의 차이가 5%이상 품목 M

R-B5-08 유사물품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품목 (예 : 복사기 → 프린터) M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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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원산지 위험 품목의 상세분석 

원산지 위험품목의 상세분석을 통하여 검증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그 위험도를 검토하는 것으

로, 업체, 품목, 국가 및 자체 착안사항 등에 기준을 두어 분석이 이루어진다(<그림 18> 참고). 

① (업체 분석) 수출입업체의 취급품목, 거래특성, 생산기반 등을 분석한다. 

② (품목 분석)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물품특성, 운송경로 등을 분석한다.

③ (국가 분석) 수출국의 부존자원, 산업기반, 정치상황 등을 분석한다.

④ (자체 착안사항) 원산지 위험지표 외 자체 착안사항을 통하여 분석한다.

그림 18. 원산지 위험품목의 상세분석의 위험지표 및 확인방법

  

Step 4 : 통관단계 제출서류 발췌 확인

이 단계에서는 수입업체가 통관단계 세관에 제출된 서류 확인을 통해 정보 분석 근거자료인 

협정적용신청서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만약 단순 전산신고 오류로 확인될 경

우 검증착수는 불필요하다. 

우선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통해 전산 신고된 협정적용신청서 내용과 실제 원산지 증명서 기

재내용의 동일성 및 추가위험 여부를 검토하며, 운송서류 확인을 통해 수입신고서 및 협정적용

신청서상 운송 경로와 운송서류상 기재 내용의 동일성 및 추가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적 

위험지표로 전산상 확인이 불가능한 직접운송 관련 서류(B/L, 환적증명서 등)를 검토하여 운송 

위험 관련 추가 혐의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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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위험점수 산정 및 검증 착수 여부 결정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는 정보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산정된 위험점수에 따른 검증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표 11>에 정리

된 바와 같다.  

표 11. 위험점수 산정 및 검증 결정에 대한 기준

카테고리 검증에 대한 결정

A 어느 한 위험지표 항목의 위험점수가 5점 이상시 즉시 검증착수

A+B1~B9

異種 카테고리 위험지표 항목간 합산 위험점수를 기준으로, A 카테고리의 한 위험지표가 모두 

5점이 되지 않는 경우 

 • 10점 이상 : 검증착수

 • 9점 이하 : 추가 정보 분석 후 검증여부 판단

B1~B9

B카테고리 위험지표 항목간 합산 위험점수를 기준으로,

 • 20점 이상 : 검증착수

 • 10~19점 : 추가 정보 분석 후 검증여부 판단

 • 9점 이하 : 지속적 관찰

자료: 관세청

2. 원산지 정보 분석 분야 협력

FTA의 효과적 이행 및 운영을 위해서 원산지 검증 분야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만약 FTA 

하에서의 원산지 검증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을 떨어뜨리

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초래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당국의 표준화된 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원산지 검

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원

산지 검증은 FTA 체결당사국 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 조화된, 합의된 검증절차가 

없다면 검증 절차는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은 ‘tit-for-tat’ 전략에 

기초하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을 많이 요구할수록 상대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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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한·ASEAN, 한·베트남 FTA 하에서 베트남의 대한 수출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

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50건이 넘는 

요청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자체적인 정보 

분석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수입품이 검증 범주에 해당되면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산지 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수출입 업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소

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베트남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양

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양국의 원산지검증 시스템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원산지 검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베트남 역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수입품목을 선정하는 고유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국

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다. 다만 양국간 불필요한 요청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의 정보 분석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다음 단계로는 검증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인 내부지침을 마련, ‘합리적 의

심’에 따른 검증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양국간 구체적인 요소를 조정하여 서로 반영하는 과정

이 필요해 보인다. 

Part 2 한·베트남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 프로그램 구축

 

1. 배경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건수가 약 2.8~8배 정도 증가될 것으

로 기대되었는데, FTA 발효 이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발급 건수가 FTA 이후 약 39만 4천 건에서 많게는 112만 5천 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의 급격한 증가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과부하와 

증명서 발급의 비용과 시간 낭비 등을 초래하는 등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FTA 법규와 제도, 

조직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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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먼저 특혜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

록 하였다. 이전에는 수입신고 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었으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함에 따라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가지고 새로운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원산지증명서의 수정을 신청하려면 증명서 발

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반납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수정 신청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먼저 제출하고 원본은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수정기간 동안 FTA 특혜를 받지 못하

는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한편 전자문서를 이용한 민원처리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FTA 특혜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관세 관련 서류가 관세청에 직접 제출되어야 했으나, 개정 

후 대부분의 FTA 관련 신청서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 처리되면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고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중 FTA에 따른 한국의 전자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개발 

앞서 살펴본 국내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과 FTA 체결 상대국 간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 중국 양국간 전자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FTA의 이행을 위해 전자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 FTA와 마찬

가지로 한·중 FTA에서도 FTA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교환된다면 각 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원산지증명서 제

출을 면제 할 수 있음을 각주에 규정하였다. 

이에 한·중 FTA 발효 전부터 전자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세청과 중국의 세관

총국 간의 실무협의에 따라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EODES의 전면실시에 따라 원산지증

명서 원본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간 전자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3개 부문, 33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신고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인데,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

명서 상의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선적항 등 2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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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출국은 수출신고번호를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서는 특혜관세 적용 여부, 적용관세율 및 수입액 등 6개 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따른 세관당국과 

관련 업체의 물류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양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요청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한·중 FTA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사업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한·베 양자간 전자원산지정보 교환 프로그램 

한중간 전자 데이터교환 프로그램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도입되었다. 2017년 2월 8일 아

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하에서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관련 데이터교환 프로그램을 처음 도

입하고, 약 3개월 동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 한 후 2017년 5월 한중 FTA를 위한 전면적

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 체결당사국 간에 원산지정보 교환프로그

램 도입에 따른 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물류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원산지 검사 및 검증 등에 

소요되는 양국 관세당국의 노력이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FTA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경에서의 불필요한 지연과 분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

베트남 양자간 무역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원산지 정보교환 프로그램이 FTA 이

행을 촉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정보교환 프로그램의 도입은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

히 정보교환 프로그램은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기반으로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전자원산지 증

명발급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웹 기반의 ECOSYS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전자원산지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하다.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슈이며,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정

부 부처와 세관을 연결하는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EDI 통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3년간 900만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3단계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 이후 총 28개 관련 정부기관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앞서 언급

한 한·중 FTA에서와 같이 전자원산지 정보교환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CO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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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세관 간의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련 기간이 연결되지 않으

면, 전자원산지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관련 시

스템 구축과 전자 거래 관련 법규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여러 정부기관

을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국내적 이슈가 해결된다면 한국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체결된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Part 3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

1.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원재료, 원가 등에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 지위를 판정

하고 이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법령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시

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관리는 국내법과 FTA 협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여

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하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세평가, 회계, 생산과정 및 국제거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

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재정과 인력을 보유한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원

산지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원산지 관리에 소요되는 업무시간의 단축과 인

력 절감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잘못된 적용을 방지하고, 

원산지검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등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2. 한국의 전자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는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관세청 지원으로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

한 소프트웨어이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원산지로 충족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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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서, 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의 작성 및 발급(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세관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ERP 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및 관리서버와 연계가 가능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 향후 신규로 발효되

는 FTA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는 입력 자료의 작성 및 등록,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

빙서류 작성의 3단계로 수행되며, 이를 통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먼저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물품의 HS부호, 

구매·판매, 재료·제품의 수불 정보와 구매 시 확보한 원산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원산지 관

리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한 후,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 물품에 대해서 각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판정(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판정

을 수행한다.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후 각 FTA별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III장에서 설명하였는

데, 한국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두 개의 기관을 두고 

있다.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약 70%가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나머지는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가 약 26만 9천 건의 CO를 발급하였는데, 대부분이 KCCI의 웹기반 인증시스템을 통해 이루

어진 것으로, 여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 확대와 무역자유화 확산에 따른 무역서류 전산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정

부는 2010년 5월 전자민법(Electronic Government Act)을 개정하고,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웹 기반 인증 시스템은 수출 기업의 물리적 방문을 최소화하여 

거래 시간을 절약하고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

하고 있다. 

KCCI 시스템의 핵심은 관세청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청자가 제공한 수출신고번호 및 

KCCI의 웹기반 CO발급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가 세관에서 제공된 정보가 비교 확인이 이루어

지는데, 이 과정이 전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신청자가 KCCI에 물리적으로 방

문해야 하는 것은 실제 서명 및 회사인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며, 이외에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웹기반 CO 발급시스템의 가장 큰 이점은 원산지증명서 참조(reference)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세관이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CO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KCCI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인다. 원산지증명서가 의심

스러울 경우 발급연도, 참조번호 및 참조코드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수입국 C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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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수입국 통관 절차 상의 불필요한 지연과 분쟁을 줄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 

3. 베트남의 전자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 EEU, 일본 및 칠레와 양자

간 FTA를 추진하였고 곧 EU와의 FTA가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무역정책에서 FTA는 

주요한 정책 도구이며, 미국이 TPP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베트남의 전체 무역에서 

FTA를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성공적인 FTA 추진 결과에도 불구하고, FTA의 이행 부문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급격한 무역량 급증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의 

하드웨어는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FTA의 이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미흡한 것

으로 파악된다.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적절한 원산지관리 시스

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수출기업이 향후 원산지 검증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는 향후 검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FTA 이용을 저해하는 등 FTA 체결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베트남 수출기

업은 보다 강력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은 한국이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전자 기반 원산지관리 시스템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이점을 갖는데, 무엇보다 인적자본

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원산지 증명을 위

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저장함에 따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검증에도 철저

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함에 따라 FTA 상대국에게 베트남

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FTA 이행 과정에서의 준비를 철저히 함을 

보여줄 수 있다. 

Paperless Trading System

베트남의 현재 CO 발급 시스템을 감안해볼 때 전자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Paperless Trading System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는데 베

트남의 현 시스템은 모든 것을 전자방식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완



한-베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FTA 이행 역량강화

6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벽하게 구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기 전략 수립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역시 FTA 이

행 초기단계에서 기업들이 FTA 활용에 대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

한 정보로 인해 FTA 활용률도 낮았다. 이에 2009년부터 한국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의 최적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관련 무역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기반

을 다지고, 이를 준비해왔다. 2010년에는 원산지 결정 및 무역서류 발급을 기능으로 하는 원산

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는 현재의 FTA-PASS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업그레

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또한 전자방식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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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  론

지난 20년간 한국과 베트남 양자간 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대 수출국이 되었다. 더욱이 향후 

양국간의 경제관계 및 무역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18년 3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규모로 양국 교역을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국과 베트남 체결한 FTA는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경제관계 심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FTA 이행의 효과성 제고는 양국 정부의 상호 관심

과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원산지 증명을 포함한 통관 절차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

에서 정책 제언을 제시해보았다. 베트남의 역량이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강화된다면 이 

또한 한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여 양국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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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1

18-003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18.1

18-004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의료기기 ③편) 2018.1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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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3

18-01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패션 2018.3

18-012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2018.4

18-013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 CES 2018에서 본 소비, 일자리, 조직문화의 혁신 2018.4

18-014 아세안 주요국 화장품 유통 및 인증제도 2018.4

18-015 메르코수르 시장이 좋아하는 한국 상품 2018.5

18-016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푸드(食) 2018.5

18-017 트럼프정부 인프라 부흥 정책에 따른 미국 P3 인프라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2018.6

18-018 한-중미 FTA 분야별 활용방안 2018.6

18-019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P2P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2018.6

18-020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2018.7

18-021 글로벌 메가시티 히트상품 - 홈&리빙(住)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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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3 사우디 IKTVA, 아랍에미리트 ICV 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8.7

18-024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18.7

18-025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2018.8

18-026 2017/18 무역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2018.8

18-027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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