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ㅇ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 해당 품목의 수출입은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예술, 역사, 과학, 문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예술품, 역사적 유물, 골동품, 문화재, 과학적 산물 등
ㅇ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ㅇ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훼손, 전쟁, 테러, 폭력, 인종 차별, 음란물을 전파하고 획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인쇄물 및 시각 자
료.
ㅇ 사이가 산양, 마랄 사슴, 일본사슴의 뿔 및 일본사슴의 가죽
ㅇ 취소 증권
ㅇ 독극물, 방사성물질
ㅇ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특수장비 및 암호화(해독) 관련 도구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카자흐스탄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적합성 평가, 즉 제품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법률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필요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심
각한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인증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표준을 따른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
부분은 EAEU의 통합인증제도인 TRCU(EAC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되고 있다. TRCU 인증은 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
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통용된다.

TRCU 인증은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및 적합성 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으로 나뉜다. CoC는
제품이 기술 규격에 부합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며, DoC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일종의 보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TRCU 인증 제도가 규정하는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취득하
거나, 또는 둘 다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종류에 따라 TRCU 인증 외 국가 등록, 화재안전 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위한 TRCU의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별도의 국가
인증인 GOST-K를 받아야 한다.

GOST-K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적합성 인증으로 카자흐스탄에서만 유효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카자흐스탄의 기술규격 및 국가 표
준에 기반하여 발급된다.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카자흐스탄 필수 인증 대상 제품 통합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TRCU 인증을 통해 대부분 제품의 인증이 가능하므로, GOST-K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카자흐스탄의 공식 인증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정부기관이다. 수입업자들은 직접 해당 기
관에서 직접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인증을 대행해주는 사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 및 인증 대행사 정보

1) NAEC (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ㅇ 아스타나지사(Astana Branch)
- 주소: 28/1 Auezov Str., Astana, 010000, Kazakhstan
- 홈페이지 : www.naceks.kz
- 전화: +7-7172-695-355(ext 1505)
- 팩스: +7-7172-533-655
- 이메일: astana@naceks.kz

ㅇ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 (727) 303 91 91
- 팩스: +7 (727) 303 91 45
- 이메일: naceksalmfil@mail.ru, naceks@afnaceks.kz

2) 인증 대행사

ㅇ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 LLP
- 전화: +7 (7172) 25-10-38
- 홈페이지: centercert.kz
- 이메일: centercert@mail.ru

ㅇ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 LLP
- 전화: +7 (727) 249-86-69
- 홈페이지: www.oskcs.kz

ㅇ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 LLP
- 전화: +7-727-274-9392(Almaty)
- 홈페이지: www.intercert.kz
- 이메일: info@intercert.kz

ㅇ KazakhExpoAudit LLP
- 전화: +7-727-390-9072(Almaty)
- 홈페이지: certification.kz
- 이메일: info@certification.kz

ㅇ Almaty Certification Bureau LLP

- 전화: +7-727-224-7553(Almaty)
- 홈페이지: abc-cert.kz
- 이메일: info@abc-cert.kz / certification@abc-cert.kz

ㅇ A-SERGEK Group
- 전화: + 7 777 397 43 43
- 홈페이지: www.a-sergek.kz
- 이메일: info@a-sergek.kz, cooperationaia@gmail.com

TBT
현재 WTO에 접수된 카자흐스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총 26건이며, 범위는 건설, 교통/안전(자동차, 조선, 항공, 철도), 기계
(건설, 광산 기계류, 산업, 임업, 농업기계류), 생활용품(완구 및 어린이용품), 소재나노(밸브, 배관 및 설비부품), 식·의약품(식품 및 화장
품), 에너지(화석에너지), 전기전자, 화학세라믹(도료 및 계면활성제, 윤활제 및 자동차용 화학제품) 등이다. 동 분야의 경우 제품 인증 시
보다 세부적인 요구조건이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의 무역기술장벽 현황은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knowtbt.kr/)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카자흐스탄은 2014년 형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동일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입품의 관세율은 HS코드체계(Harmonized Tariffsystem)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수입관세
와 부가가치세로 나뉜다.

수입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균관세율은 농산물의 경우 10.6%, 비농산물의
경우 6.4%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재가공하여 수입 후 2년 이내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담배, 자동차의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 외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유라시아 경제연합 홈페이지(영어)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

ㅇ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소득위원회(노어)
- http://kgd.gov.kz/tn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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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