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1

2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Sulphuric acid
and fuming suplhuric acid;
oleum)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7-31

3921.13

연질 다공성 플레이트 (Flexible
porous plates, blocks and
sheets of polyurethane foam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5-07-0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우크라이나의 해외경제활동에 관한 법률(The Law of Ukraine “about Foreign Economic Activity)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
고 있다.

ㅇ 수입금지품목 리스트
- 건강, 인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제품
- 전쟁, 위법, 인종, 국가차별 등에 대한 선전 제품
- 지식재산권 위반 제품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우크라이나-EU 간 연합협정이 체결된 이래 우크라이나는 EU의 제품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UkrSEPRO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독자적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 및 적
합성 평가 관련 법률(No.124)'에 의해 해당 인증은 폐기되었다.

대신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에 의거, 우크라이나의 표준을 EU의 표준(Harmonized standards)에 준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인증제도를
매년 EU 표준에 맞춰 바꿔나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증제도는 Technical Regulations이라 하여 기술 규정이라 통칭하고 있다.
기술 규정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산하 기술규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인증/표준/품질 관리 과학 연구 트레이닝 센
터(USRTCCSQ)에서 개발하고 있다.

기술 규정(Techinical Regulations)은 다시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irmity) 2가지로 구분된다
. 기술 인증과 적합성 선언 모두 제품에 따라서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인증 취득 여부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2가지 기
술 규정 서류가 없어도 우크라이나로 수출 가능한 제품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가지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의무 취득하
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

제품에 따라 강제적 혹은 자발적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인증(Mandatory Certification)이 필요한 제품들
은 아래의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약 180여개의 국가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인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에이전
트 리스트를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ㅇ 강제 인증 품목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 : http://zakon1.rada.gov.ua/laws/show/z0466-05
ㅇ 국가 공인 인증 에이전트 : https://naau.org.ua/reyestr-akreditovanix-oov/?lang=en

한편, 현재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이미 EU 표준화를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있어 EU의 관련 인증을 이미 취득했을 경우 우크
라이나에서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유럽의 CE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증 절차가 조금
간편해지기도 한다.

2)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사가 현지 표준에 맞게 제품을 제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우크라이나의 적합성 선언서는 EU 표준에 맞게 설
계되어 있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 또한 앞서 언급했던 국가 공인 인증 에이전트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산업 기
기, 의료 기기 및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필수적인
제품 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적합성 선언서 필수 제품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 : http://www.leonorm.com/P/NL_DOC/UA/201101/LYST3432.htm

3) 기타 인증제도

기술 규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과 위생역학검사(Sanitary epidemiological control), 생태 검사(Ecological
control), 방사선 검사(Radiological control)와 같은 비관세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우크라이나가 제정한 산업 표준에 맞춰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
의 국가 품질 보증 제도이다. 우리의 KS마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며, 삼각뿔 모양의 심볼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은 의무 취득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취득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판매 유통하는 일반 소
비재 품목과 식료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비관세 규정들의 경우에는 위생역학검사, 생태 검사, 방사능 검사, 동식물 위생 검사, 식품 위생 검사 등이 있다. 해당
검사는 수출하는 제품에 따라 받아야 할 검사가 구분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
당 검사들은 우크라이나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청(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Украни з питань безпечност харчових продуктв
та захисту споживачв)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 검사 또한 의무 취득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해당 서류의 유무를 검토하기 때문에 제품 수출시 우크라이나 현
지 파트너와 해당 서류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지난 '18년 10월에 방사능 검사, 생태 검사, 위생역학검사가 공식 폐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세관에서는 수입 통관 시 여전히 관
련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BT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해 모든 표준을 EU에 맞춰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효율적인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분위기이다.
다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해 세관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일부러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비효율적 악습은 남아있다. 그러나 우

크라이나로 수출이 금지된 제품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TBT를 통해 제품 유통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별도의 비관세
장벽은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우크라이나의 수입관세는 크게 봤을 때 일반관세율(Full rates), 최혜국관세율(MFN rates),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s) 3가지로 나
뉜다.

일반관세율(Full rates)은 최혜국관세율 대비 2~10배 가량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2008년 우크라이나 WTO에 공식 가입하면서부터
WTO 회원국들에 최혜국관세율(MFN)을 적용하면서부터 실제 일반관세율 적용을 받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혜관세
율(MFN)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나 다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입관세 외에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부가가치세(VAT) 20%가 부과되며, 일부 특정 품목에 한해서는 특별소
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주류, 담배류, 연료, 전기,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영어로 된 서비스가 없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로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 품목별 관세율을 확
인하는 방법은 먼저 www.mdoffice.com.ua로 접속한 후 왼쪽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УКТ ЗЕД 선택 후 '•Поиск по УКТ ВЭД и ТН
ВЭД'를 클릭. 그 후에 품목을 HS Code 코드로 선택하면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을 확인할 때 사이트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돼 있으므로 구글 툴바(Google tool bar) 등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어를 영
어로 번역해 사용하면 사이트를 이용하기 훨씬 용이하다.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