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일부 종교상의 이유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 일부 화학제품(비닐백 등), 섬유산업 제품 중 현지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도, 중국산 수입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수입 금지 품목은 통상 3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돼 있
으며 연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2018년) : 계란, 돼지고기, 알코올, 설탕 및 소금, 살충제, PP bag, 실크 직물 및 일부 Grey 직물, 삼륜차, 방산 장
비, 중고 엔진 및 자동차, 소방 장비 및 무기, 중고 전자제품 등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HS Code 별 인증제도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수출 시 바이어/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품류 수입 시 방글라데시 세관의 까
다로운 검사로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관에서 수출 가격을 인상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작위적인 해석과 부패로 비즈니스 환경
이 열악한 편이다. 매년 월드뱅크에서 발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방글라데시는 Trading across Borders 항목에서 190개 국
가 중 176위를 기록할 만큼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TBT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없으며 반덤핑 및 상계 관세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다.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NBR)과 협의해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한다.
회계연도 2019/20 기준 주요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링크 : http://nbr.gov.bd/uploads/budget/Budget_Speech_201920_English_Final_Print.pdf)
- 농업 : 쌀 등 농산물 관세 인상, 낙농제품 관세 면제(concession), 농업 기계용 부품 관세 면제(concession은 특정 업종에 한정한 한
시적 관세(CD) 인하 또는 면제를 의미함)
- 수출기업(export-oriented industries) : 소방제품 관세 면제, 건설자재 관세 면제
- 건축건설 : 건설자재 관세 인하

- 화학 : 화학 원료 관세 인하
- 전기 : 관련 부품소재류 관세 인하
- 수송 : 오토바이 부품 관세 면제(조건부), 트럭형 소형버스(human hauler) 특혜 관세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혜 관세 적용
- 가스 및 전기 : 가스공급용 부품류 관세 면제,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관세 면제
- IT : IT 장비용 원자재 관세 인하

관세율 알아보는 법
회계연도 2019/2020 기준 관세율은 방글라데시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bangladeshcustoms.gov.bd)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화면 중앙왼쪽에 Duty Calculator에 해당 HS Code를 입력하면 최종관세율인 TTI(Total Tax Incidence)가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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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