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변경 발표
◦ (‘22.6.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한-베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 09/2022/TT-BCT 발표
◦ 주요 내용은 한-베 FAT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201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2.8.1.부터 적용됨
- 현재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HS CODE 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준년도 2017 HS CODE 사용 중
*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내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표기

- 참고 1 (한-베 FTA 협정서 내 부록Ⅱ 품목번호_2017년 기준) HS CODE

물품

물품 세부 규정

비고

RVC(40) 및 제품 원료는 1211.20, 1302.14,
2202.91

논알콜 맥주

1302.19에 속해야하며 원료는 WO 기준을

신규

충족해야 한다.
0306.31

바닷가재 및
각종 바다 새우

변경

WO

(0306.21 → 0306.31)

※위 변경사항 외 변경된 품목은 시행규칙 09/2022/TT-BTC 내 부록Ⅱ 참고

- 참고 2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에 따른 용어)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 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제 8란 기입사항
“ WO ”
1. “CTC”
2. “RVC %” (예 : RVC 45%)
3. “CTH+RVC 40%” 등
4. “Specific Proceses”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2. 시사점
◦ ‘22.8.1.부로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3. 출 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관련 변경 사항.
2022.06.01. 09/2022/TT-BCT.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 통관‧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특이사항 없음 / 지속 모니터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