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2018년 7월 기준, 한국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

아울러, 아래의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이며 EAEU 회원국의 금지품목과 동일하다.

ㅇ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의 특별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ㅇ Red Book 에 등록된 동식물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취소 증권 등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2015년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회원국 내에서 통일해 사용하는 EAC 인증제도가 생겼다.

인증서는 러시아어로 발급되며, 1년 또는 3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기에 인증대
행업체를 통해서 인증받는 것을 권한다. 다만, 예외로 치과용 임플란트의 인증의 경우 대행업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키르기스스탄
으로 직접 와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인증 대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ㅇ Perspectiva Certificate
- 주소: Bishkek, ave. Chui 164a, room 502
- 전화: +996 772 321 928 / +996 312 311 688
- 이메일: certificat.perspectiva@mail.ru (영어 가능)

- 홈페이지: www.certificat.kg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췄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 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키
르기스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돼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 관세율은 약 9% 정도이다. 키르
기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
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둘째
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셋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2014년 무관세동맹 EAEU가 형성되면서 현재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간의 무관세가 형성돼
있으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한 동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2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
합 세관법이 발효되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율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문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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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