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80.20, 8502.31

풍력타워 (Utility Scale Wind
Towers)

반덤핑(조사중)

2019-07-29

2

2914.11

아세톤 (Acetone)

반덤핑(조사중)

2019-03-11

3

7210.30, 7210.69, 7212.50,
7210.49, 7210.69, 7225.91,
7210.49, 7212.20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반덤핑(규제중)

2018-07-26

4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반덤핑(규제중)

2018-05-25

5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상계관세(규제중)

2018-05-25

6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반덤핑(규제중)

2018-01-17

7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상계관세(규제중)

2018-01-17

8

5503.20

저융점 폴리에스터(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2017-06-27

9

7304.19, 7305.11, 7305.12,
7305.19, 7306.19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반덤핑(규제중)

2017-06-08

10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6-05

11

5503.20

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2017-05-31

12

8541.40, 8501.61, 8507.20,
8501.31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5-17

13

7304.31, 7304.51, 7306.30,
7306.50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반덤핑(규제중)

2017-05-09

14

7213.91 7213.99 7227.20
7227.90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반덤핑(규제중)

2017-03-28

15

7216.99, 7308.40, 8428.31,
7301.20, 7308.90, 7326.90,
8428.33, 8421.99, 8428.39,
7216.90, 8428.32, 8421.99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반덤핑(규제중)

2016-09-12

16

4002.19

ESBR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2016-07-21

17

2917.39, 3812.20

가소제 (DOTP; Dioctyl
Terephthalate)

반덤핑(규제중)

2016-07-20

18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반덤핑(규제중)

2016-04-28

19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반덤핑(규제중)

2016-04-19

20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상계관세(규제중)

2016-04-08

21

7405.00

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규제중)

2016-03-30

22

7208.10/25/26/27/36/37/38/3
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규제중)

2015-09-01

23

7208.10/25/26/27/36/37/38/3
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9-01

24

7209.15/16/17/18/25/26/27/2
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8-17

7209.15/16/17/18/25/26/27/2
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26

25

상계관세(규제중)

2015-08-17

7306.61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반덤핑(규제중)

2015-07-21

27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Flat-Rolled Steel)

상계관세(규제중)

2015-06-23

28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6-23

29

7305.11/12/19, 7306.19

송유관(Welded Line Pipe)

반덤핑(규제중)

2014-11-05

30

7304.29/39/59.
7306.29/30/50/90

유정용강관(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규제중)

2014-07-21

31

7317.00, 8206.00

강철 못(Steel Nail)

반덤핑(규제중)

2014-06-19

32

7213.10, 7214.20

콘크리트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s)

반덤핑(규제중)

2014-06-13

33

7225.50, 7225.99, 7226.92,
7226.99, 7225.19, 7226.19

무방향성 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3-10-22

34

7208.51, 7208.52

후판(열연강판)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and
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2013-09-05

35

7304.29, 7305.20,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유정용 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규제중)

2013-07-02

36

7411.10

동관(Copper Tube)

반덤핑(규제중)

2013-05-22

37

7306.30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반덤핑(규제중)

2012-05-14

38

8504.23/90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2-04-23

39

8504.23/9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1-07-14

40

7306.61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규제중)

2007-07-18

7412.10/20

동제관연결구류(Certain 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규제중)

2006-06-08

42

7306.30/ 50/ 61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e
Tubing: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made of carbon
and alloy steel, welded)

반덤핑(규제중)

2003-05-22

43

7312.10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규제중)

2003-02-27

44

5503.2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

반덤핑(규제중)

1999-04-30

45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1999-03-16

46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규제중)

1999-03-16

47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반덤핑(규제중)

1998-06-30

48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상계관세(규제중)

1998-06-30

49

7221.00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규제중)

1997-08-26

50

7306.40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반덤핑(규제중)

1991-11-01

51

7306.30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반덤핑(규제중)

1991-10-04

4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양의 내장으로 제조된 하기스(Haggis)를 비롯한 동물의 폐로 만든 식품, 쿠바산 시가, 앱상트(주류), 위조품, 개와 고양이의 털로 제조된
물품, 무기류, 헌팅 트로피(Hunting Trophy), 문화제 등의 미국 수입은 금지되어있다. 이 밖의 특정 동·식물, 이란, 쿠바, 미얀마와 수단으
로의 상품 수입도 금지되어있으나, 특정 물품 혹은 사전 허가를 받은 물품 등에 한 해 수입이 허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료원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체 인증으로 제조제품이 이미 안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선언)이나 산업협
회별 자발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된다. 정부는 제품이 강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통 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하며,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만 제품의 강제 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한다. 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당해 연방기관이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이 규정과 함께 인증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요 인증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인증

일반 사용자나 공공의 건강 혹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규제로 아래와 같은 인증이 있다.
ㅇ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ㅇ 정보통신기기, 전구, 의료기기, 케이블 모뎀, 전화기 등 전파 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
ㅇ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ㅇ 인공호흡장치나 기타 호흡보조기구에 대한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인증
ㅇ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잠재 위험 기기에 대한 광산안전보건청(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인
증

개별정부조달 구매 이전, 재시험 필요성 감소 목적으로 미 국방부(Dept. of Defense)의 군에서 사용되는 부품, 자재 등에 대한 적격 제품
목록(QPL: Qualified Products Listing)이 존재하고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한 적격 생산자 목록(QML: Qualified Manufacturing
List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용 제품의 상태나 질을 판정하는 균일한 판단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미 농무부(USDA, U.S. Dept. of Agriculture)의 육제품에 대한
등급부여 및 인증제도가 있다.

2) 연방정부가 인가(Accreditation)한 민간기구 인증

연방정부는 직접 주관하는 인증제도와 함께 민간기구의 인증을 인정(accreditation)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 노
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들 수 있다.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산업안
전보건청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소인 NRTL에서 인증(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 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안전인증 시험기관(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

3)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한국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정부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 강제인증제도는 134개,
자율인증제도는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부처에서 85개, 연방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인증 제도는 연방정부부처에서 42개, 행정기관에서 12개,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124개를 운영하고 있다.

TBT
비관세 장벽의 유형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
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먼저, 차별적으로 적용 중인 미 섬유 원산지 판정 기준인 '얀(yarn) 포워드 룰'로 인해 미 수입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존
재한다. ‘얀 포워드 룰’은 의류 제품에 대해 역내 생산을 인정받고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섬유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상태이고 우리 기업들은 일부 화학섬
유 외에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역내 의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얀 포워드 룰: 직물,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의미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인해 수입통관 시 시간 및 비용이 증가되었다. 정기적으로 수
입하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매번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되었으며 통관 기간 동안 물품 보관비용, 운
반비용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육류 가공 제품 수입에 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동물성 제품의 경우 USDA의 APHIS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육류
와 가금류, 계란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식품류 수출 시 FDA에 해외 식품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수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라면 수프나 건강음료에 첨가된 쇠고기에도 검역증이 필요하고 조미료에 가공육류를 이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어려우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원료로 들어간 육류의 경우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가공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 호주에 인증받은 공장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몇몇 기업을 제외한 그 외 한국 및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제
품을 수출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미
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
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해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
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을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
인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HS Code) 분류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
서류 제출 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가 사용되고 있다. HS code의 앞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나 앞의 6자리 이후 세부 분류는 각 국가에서
제품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앞 6자리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상이 할 수 있다.

2)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수입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
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ㅇ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ㅇ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수수료(Commission)
ㅇ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된 경비
ㅇ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ㅇ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ㅇ 해상화재 보험료
ㅇ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ㅇ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이 이용
된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수수류(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
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해 가격을 계산한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
(COMPUTED VALUE)을 산출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3)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

미국의 관세율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
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
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s://hts.usitc.gov/

상기 링크의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
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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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