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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용 정수기
HS코드

중

아시아

국

8421.21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17.5%
ㆍAPTA 협정세율 : 4.6%[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7%
ㆍ잠정세율 : 5%

해당 업계는 로컬 가전업체(메이디(美的)),

정수기 전문 업체(Truliva (沁园)), 다국적
기업(필립스), 신흥 IT강자(샤오미)간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으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낮은 편
지역별 수질 차이에 따른 맞춤형 생산
방식과 필터 교체 서비스 등의 안정적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취득 필수
ㆍ통관 시 CCC 인증마크, 라벨에 안전사용법 표시 여부를 검사하므로 유의
ㆍ사
 용설명서는 별도로 첨부하되 인증 마크, 전압·주파수·출력·집행표준·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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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정용 프린터
HS코드

아시아

중

국

8443.32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미양허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재택에서의
수업과 업무를 위한 전자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특히 온라인 수업 관련 자료를 인쇄해야
함에 따라 프린터가 필수 상품으로 부상
HP, Canon 등의 해외 브랜드에 비해 삼성,
LG 등의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 인지도
상승을 위한 개별적 마케팅 전략 필요
온라인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잠재적
소비층(여성, 학생)을 공략한 신제품 개발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취득 필요
ㆍ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현지 유력 전자제품 플랫폼과 연계한 중국시장진출
전략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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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기청정기
HS코드

아시아

중

국

8421.3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9.7%
ㆍAPTA 협정세율 : 4.6%[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7%
ㆍ잠정세율 : 5%


코로나19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및 바이러스 살균의
중요성이 커지며 살균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 증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은
LG(1,999-9,799위안), Samsung(2,689-6,990
위안)으로 Blueair(2,349-5,199위안),
PHILIPS(3,299-6,999위안) 등과 함께 고품질
브랜드 입지 확보

저렴한
중국 제품인 Xiaomi(899-2,199위안),
Media(1,298-3,298위안)와 경쟁하기 위해 품질
보증, 간편한 필터 교체 등 고품질의 A/S 서비스
및 휴대용 공기청정기 등 초소형 가전제품을 통해
경쟁력 제고 가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걸이 형식의 휴대용
공기청정기 사용 증가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시중에 출시된 휴대용·목걸이형 공기청정기는 미국,
현
일본, 대만 제품이 주를 이루며, 목걸이형 공기청정기는
비교적 미개척 시장으로 진입 기회 탐색 가능

ㆍ일반 수입가전으로 CCC인증 외 기타 인증 불필요
ㆍ가정용 공기청정기(HS Code 8479.8920)의 수입관세율 0% 활용 추천
ㆍ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미국 FDA, 유럽 CE 안전 인증 등을 취득한 제품을 신뢰
하고, 구매하는 경향 인지 및 활용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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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 및 어묵
HS코드

04

중

아시아

국

1902.20 만두 / 1604.20 어묵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MFN수입관세율 : 5~10%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4.8~9%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4.1%(1604.20)
[특혜실익]

코로나19로
인해 자택 내 식사가 증가하며,
특히 냉동 만두, 국수 및 해물 완자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한국의
급속 냉동 김치만두, 해물 어묵
등은 현지 시장 내 높은 인지도를 보유중
이며, CJ 그룹의 현지 만두 생산 공장
설립투자 후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

어린이
및 고급 시리즈의 제품을 개발하여
프리미엄 기능 향상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물품 특성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게 분류되며, HS CODE에 따라 MFN세율, FTA
양허 여부, FTA 세율이 상이함에 유의 (만두 1902.20, 어묵1604.20, 국수 1902.10)
ㆍ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 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ㆍ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
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등록번호 취득에 약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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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5

노트북
HS코드

중

아시아

국

8471.3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미양허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재택 내 온라인
수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노트북 등의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전자상품이 필수품으로 부상

현지
시장 내의 점유율은 화웨이, Lenovo,
샤오미 등의 중국산 제품이 높으며, Apple,
HP, Dell 등의 외국 브랜드의 인지도 또한
일정 수준 유지중이지만 한국 상품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편

중국
시장 내 한국 노트북은 다양성과 구매
경로의 측면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 현지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온라인 유통채널 적극 활용의 전략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취득 필요
ㆍ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현지 유력 전자제품 플랫폼과 연계한 중국시장진출
전략 추천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6

미니빔 프로젝터(컬러)
HS코드

아시아

중

국

8528.6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19.5%
ㆍAPTA 협정세율 : 9.8%[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해 홈 시네마를 위한
가정용 빔 프로젝터가 각광받기 시작
신흥 업체들이 고화질, 가성비 등의
고품질을 강점으로 내세워 경쟁
젊은 층의 소비 수요를 공략하는 다성능,
고화질, 소형화 등의 기능을 특화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에너지 효율 라벨
(China Energy Label, 中国能效标识)* 취득 필요

＊에너지효율표시 관리방법에 의거, 에너지효율공정기술센터에 에너지효율
데이터를 보고 및 심사 후 라벨 취득

ㆍ통관 시 CCC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 라벨에 안전사용법 표시 여부를
검사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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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7

비접촉 체온계
HS코드

중

아시아

국

9025.1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0%[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1.8%(1-6월),
0.9%(7-12월)[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2.8%(1-6월)
1.4%(7-12월)


코로나19의
방역 및 검진을 위해 체온 측
정을 함에 따라 의료 기관 및 각종 기관에
서 비접촉 체온계에 대한 수요 급증

한국
제품의 가격은 현지 제품보다 비싸며,
OMRON, BRAUN 등과 같은 해외 제품
보다는 저렴해 가성비가 높은 편이나
인지도는 낮은 실정

복잡한
생산 공정, 기술적 우위 등으로 해당
산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품질 측면에서
한국제품의 우위 존재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난 틈새시장
(유아용 체온계)을 노린 차별화 전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의료기기 제품은 의무적으로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8

스마트워치
HS코드

중

아시아

국

8517.62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미양허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0%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화웨이(약 38%),
애플사가 1·2위를 차지, 특히 화웨이는
전체출하량의 80~90%가 중국내에서
소비되며 중국시장에 특화
중국 시장 내 유일한 국내 스마트워치 판매
기업은 삼성전자로 점유율은 약 8% 차지
스마트폰과의 동기화 특성으로 보유중인
스마트폰과 동일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경향을 고려해, 스마트워치용 신규
기능개발, 납품 및 삼성페이 등 생활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가능 허가 확보 등의
진출 전략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시계가 아닌 휴대폰의 HS로 분류됨에 유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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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9

아이섀도우
HS코드

중

아시아

국

3304.2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미양허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5%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중국 여성들이
눈 화장에 집중하는 메이크업 경향이 나타남
한국의 3CE 브랜드는 2019년 솽스이(雙十一)
판촉이벤트에서 색조화장품 6위 차지, 1위는 중국
현지 브랜드인 완메이르지(完美日记)가 차지

완메이르지는 샤오홍수(小红书)* 플랫폼에서 168
만 명의 팬과 12만 건 이상의 제품 사용 후기 보유
＊샤오홍수(小红书) : 중국 젊은이들의 생활방식 공유 
플랫폼으로 약 3억 명의 소비자가 글, 사진, 동영상 
형식으로 제품 구매 후기공유

한국기업의 중국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중국의 화장품위생허가 취득 필요
ㆍ중국 보세 수입 전자상거래 방식을 활용한다면, 화장품위생허가 절차를 생략
한 통관 및 온라인 판매 가능
ㆍ수입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로 작성되어야 함
ㆍ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등록번호 취득에 약 30일 소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0

인스턴트 면류
HS코드

중

아시아

국

1902.3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10.5%
ㆍAPTA 협정세율 : 8.7%[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RTC(Ready to cook),
RTH(Ready to heat), RTE(Ready to eat)
인스턴트 식품의 수요 급증
 위생, 홍보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한국 제품이
맛,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며, 만두 및
라면 등 면류 식품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른
해당 제품의 적극적 개발 필요

한국의
RTC, RTH, RTE 식품의 중국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화, 품질 개선 등의 향상과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안전위생허가, 검측검역증서, 포장 및 중문라벨의 규범화 등의 사전 점검 필요
ㆍ라벨제작 시 식품마다 상이한 국가표준 확인 필요, 유기농 제품은 현지 인증을 받아야 외부
포장에 표시 가능
ㆍ한국산 육류 및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조제 시 사용되는 육류는
중국 내 조달 및 가공 과정 필요
ㆍ유통기한이 짧은 RTC, RTH, RTE 식품의 경우, 현지 투자진출을 활용한 현지 제품생산과
공급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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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1

전기 도시락통
HS코드

중

아시아

국

8516.6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6%[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7%

코로나19로 인해 휴대용 전기 가열 도시락
(보온용, 찜용)에 대한 직장인들의 수요 증가
현지생산업체 부족 및 안정성 논란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안전성 강화, 디자인 다양화,
스마트 기능추가 등의 경쟁력 강화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중국의 식품접촉제품인증* 필요
＊식품접촉제품인증 :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밥솥, 주방기기, 커피머신,
식기, 식품가공기기 등) 의 안전인증으로, 중국은 수입식품접촉제품
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수입상 및 국외 제조상들을 대상으로
GB(국가표준) 테스트 진행 및 식품접촉제품인증 획득 권장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즉석 조리식품(레디밀)

13

중

아시아

국

HS코드 제품에 따라 상이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제품(원자재)에 따라 상이


중국의
즉석 조리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의 간편한
조리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급성장

가격은
주요 구매 요인이지만 원자재, 인건비가
높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한국 제품의 강점을 살려
건강함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 필요

2019년
매출액 기준 중국 즉석 조리식품 시장의
96.9%는 중식인 것으로 보아, 제품의 현지화 필요

2019년
기준 중국의 약 98.6%의 즉석 조리식품이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적합한
유통채널 발굴이 중요하며,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벤더를 통한 납품 진행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수출입 통관 및 필요 인증은 즉석 조리식품 원자재에 따라 상이
ㆍ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 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ㆍ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등록번호 취득에 약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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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4

즉석밥
HS코드

아시아

중

국

1904.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21%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관심 급증
현지 업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즉석밥의 질
(맛, 찰기, 영양)로 인해, 수요 및 선호도가
미약하여, 한국 제품은 가격보다는 고품질을
내세워 제품 경쟁력 제고
1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맛과 온라인,
편의점 등의 유통채널에 집중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지 FDA(위생복리서 식품약물관리서)의 검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성분·미생물·식품첨가물·
잔류농약 함량, 라벨링·위생 상태 등에 유의 필요
ㆍ식품첨가제사용 국가표준 GB 2760-2014의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심의 후 중문라벨 제작
ㆍ스프에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가공품이 함유된 경우, 수입육류제품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이 불가하므로 주의 필요
ㆍ육류·곡물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국의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5

커피머신
HS코드

중

아시아

국

8516.71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중 FTA 협정세율 : 미양허
ㆍAPTA 협정세율 : 미양허

MFN수입관세율 : 7%

코로나19로 인해 홈 카페 제품의 인기
급상승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현지
제품보다는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이 인기
＊드롱기(DELONGHI), 필립스, 네스프레소 등 글로벌
브랜드가 젊은 층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

해외 제품이 인기인 현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하는 전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취득 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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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VR, AR 콘텐츠

17

아시아

중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생활로 자택
내에서 즐길 수 있는 VR(가상현실)에 대한
수요 증가
삼성과 LG는 하드웨어(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칩, 디스플레이)에 경쟁력을
보유, 한국의 소규모 VR 업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집중
중국 현지 제품은 콘텐츠가 독창적이지
못해,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둔 한국의
VR 관련 스타트업의 진출 성공 가능성
존재
게임외의 중국의 교육 및 산업 분야를 겨
냥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8

모바일 게임 콘텐츠

아시아

중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국 내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은
현지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 및
한국 게임으로 한국 게임은 장시간 할애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게임은 비용
투자를 요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 게임 시장 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모두의 측면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친밀도 개선이
필수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서비스 권한인 판호* 획득 필수
＊사드로 인한 한한령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사실상 금지됨

ㆍ중국 국가광전국 심의 서류 및 절차
① ICP 증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증 제출
② 출판 자격을 가진 중국회사가 소재지 성급 광전출판국에 신청서 대리 제출
③ 국가광전총국에서 출판번호를 발급여부 최종 결정
ㆍ판호 발급 후, 중국 문화부가 발급하는 비안 번호 획득 필요
ㆍ판호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합작회사 설립 및 판호 발급 없이 출시 가능한 앱스토어 활용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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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온라인 오피스 서비스

21

중

아시아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온라인 오피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대표적 중국 온라인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인
딩딩(钉钉)을 비롯한 현지 기업의 온라인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시장 내의 주도적
지위 차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소비자의 업무습관, 근무 중 불편사항

등을 사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중국 시장 내의 해당 상품의 성장가능성으로 보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 현지 업체와의 합자·합작 등의 협업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온라인 교육

22

중

아시아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시기가 연기되어, 청
소년 및 직장인 대상 온라인 교육이 각광받
기 시작

초중고·언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장기간
입지를 다진 글로벌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으며, 최근 VIP.KID 등 영유아 온라인
교육업체가 가세하며 시장경쟁 가열화 조짐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2, 3선
도시 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이므로 2, 3선 시장을 주목

현지화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의 다양성
강화,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어린이용 콘텐츠의 경우
인식 개선 대책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시장 진출 초기에는 상표등록, 교사 채용, 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위험성 최소화 및 노하우 습득의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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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원격의료서비스

23

중

아시아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원격의료서비스는 인터넷 약품 구매,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단시간 안에 필수 약품 구매
및 관련 자료 접근을 가능토록 하여, 중국
내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성장 가능성 주목
중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한 약품
구매, 신분인증, 예약, 원격 진료 등이
가능한 미래약국을 개설하고, 2,000여명의
약사들이 16시간의 원격컨설팅을 제공하는

알리건강대약방(阿里健康大药房)와
같은 선진화된 의료원격서비스를 구축

중국의 선진화된 온라인 시스템과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이 결합된 원격의료서비스는
중국내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원격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합법적 의료 기관 등의 시설과 장비 및 전문
인력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2

주방용 소형가전
HS코드

대

아시아

만

8516.10 전기 포트 8516.72 토스터
8528.69
8516.60 전기오븐, 전기밥솥 등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2.5~3.7%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소형모델
출시
인테리어 소품으로써의 활용 선호를 반영한
디자인·색상 차별화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대만은 한-중 FTA 적용 국가가 아님에 유의
ㆍ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인증 취득 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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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6

홈트레이닝 제품
HS코드

대

아시아

만

9506.9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2.5%

규칙적 운동 인구 증가 추세
중국 시장은 아날로그 제품 위주로 형성
되어, 한국의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운동
기구가 경쟁력 보유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대만은 한-중 FTA 적용 국가가 아님에 유의
ㆍ현지에서 자발적 제품 인증(VPC : Voluntary Product Certification)
취득 가능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

19

대

아시아

만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 간 의료공급격차
등의 요인으로 해당 시장의 지속적 확대
전망
중국의 ICT 인프라 및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 업체의 보건의료 ICT 역량,
빅데이터 강점의 결합으로 발전 가능성
보유
실제 수요에 적합한 기술적 서비스 지원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기능에 초점
연구·개발이 활발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지 의료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규정 숙지 및 파트너 발굴 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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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온라인 교육 콘텐츠

20

대

아시아

만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교육 기관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한국 업체는 최신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빠른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현지화 서비스 모델 개발, 콘텐츠 기획·
구현방식의 다양성 강화 필요
어린이용의 경우, 학습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과 디지털 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편으로 인식 개선 대책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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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HS코드

아시아

베트남

33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20%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강청결제 판매량 급증
리스테린, 콜게이트, P/S 등 미국, 영국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
한국 제품의 경우 뽀로로 어린이 가글이
인기를 얻고 있어, 맛·향·연령층(어린이)에
따른 차별화로 틈새시장 공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의약국 등록절차 필요*
＊베트남 보건부에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서류 접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통등록증 발급 가능, 3-5년 간격으로 갱신 필요

ㆍ베트남어로 된 원산지 및 사양 표시(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의약품
등록번호, 경고사항 등) 필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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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라면
HS코드

아시아

베트남

1902.3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30%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보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한국
라면(약 1,200원)은 현지 브랜드 라면(약 300
원)의 4배정도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 현지 소비자들
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실정

한국
라면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동남아시아 특유의 향신료가
포함된 제품 개발로 맛의 현지화 필요

삶의
질 및 건강을 추구하는 중·상류층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
중심의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 가능

최근
컵라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컵라면 시장에
대한 관심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글로벌 리서치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베트남 컵라면 시장의 성장률이 연평균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봉지라면 : 4%)

ㆍ식품유통등록절차 및 베트남 농림 개발부에 사전 등록 필요
ㆍ서류 접수 기관 웹사이트 및 식품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기업 및 상품명이 공시
되어, 통관·유통 단계에서 확인 가능
ㆍ베트남어로 된 원산지 및 라벨 표시(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및 함량, 보관 및 사용
주의사항 등) 필수
ㆍ의약국 등록절차 필요*
＊베트남 보건부에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서류 접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통등록증 발급 가능, 3-5년 간격으로 갱신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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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HS코드

아시아

베트남

8479.8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ㆍ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해 전자 및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는 위축되었으나, 제습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
유통 채널의 대부분은 전문 수입상, 판매
대리점에 제한되어있어 대중성이 낮은 편
현지 시장에 판매되는 한국 제습기는 코웨이,
위닉스, 롯데, 삼성 제품이며 살균 및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성능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QUACERT에 사전 인증을 통한 CR마크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요 여부 확인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이 시험 전자파적 합성 및
공장심사의 결과 인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몇몇 품목은 국내에서
문의 가능
ㆍ베트남어로 된 원산지 및 사양 표시(성능, 전압, 인증 등) 필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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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공 텀블러
HS코드

아시아

베트남

7323.93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30%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현지 근무 환경 내
급식 시설은 보편적이지 않아 직장인의
도시락 문화 발달 전망

현지
및 중국 제품에 비해 한국 제품의 품질은
높게 평가 되어, 고품질 전략 추구 가능

전자레인지
사용이 일상화 되는 상황에 맞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 및 제품의 특성
강조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주요
출퇴근 수단인 오토바이를 통한 제품의
이동 및 보관 측면의 차별화 필요

ㆍ진공 보온병 및 용기는 대체로 HS Code 9617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의 한·베트남 FTA
관세율은 20%
ㆍ현지 내 공장 및 판매망을 구축한 한국 락앤락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해당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유의
ㆍ해외 브랜드인 조지루시(ZOJIRUSHI), 미니소와 같은 균일가 점포등도 경쟁 주체로 부상
ㆍ플라스틱 재질의 텀블러인 경우에는 HS code 3924.10으로 분류되며 MFN 22%,
한·베트남 & 한·아세안 FTA 관세율 20%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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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결제서비스

28

아시아

베트남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모바일결제 방법은 전자지갑
(E-wallet) 서비스*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시
장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는 모바일 계좌에 돈을 충

전한 후 송금, 휴대폰 요금 결제, 영화표 구매, 전기세·
수도세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현지 기업은 자국의 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전자
결제 시장이 발달한 기업으로부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지원을 원함
베트남 중앙은행 등 관련 기관들도 비현금 지불
시스템 구축 가속화를 위해 보안 강화, 공공부문
내 전자결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
한국의 IT 기술은 현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보안·안전성 측면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성공적 시장 진출
의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자 결제 관련 라이선스 획득 및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 혹은 지분 인수 등의 진출 방식을 추천
ㆍ아직은 현지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사실을 인지하여,
장기적 진출 고려 필요
ㆍ가격 할인 등의 프로모션 제공이 현지 이용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쳐,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파트너 확보가 중점이 될 것으로 전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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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솔루션

29

아시아

베트남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현지 정부는
온라인 교육 현황 점검 및 필요 기반시설
구축 시작
현재 가장 보편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접속 경로는 유튜브(Youtube)로, 이를
활용한 전략 고려 필요
현지 소비자의 수요는 영어 및 수학 관련
온라인 교육에 집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창의력 수학, 영어 활용 수학에 수요가
있음.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외국인 사업자는 현지 내 교재·학습지 유통에 참여 할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필수
ㆍ웹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여,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인쇄하는 등의
대체 방식 모색 필요
ㆍ현지 교육 시설에 배치된 컴퓨터의 사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조부모에 의한 양육 가정이 많은 점 등 현지 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려 및 분석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웹 드라마 콘텐츠

30

아시아

베트남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영화 개봉이 다수 연
기되며, OTT 플랫폼(넷플릭스, FTP Play,
VTVcab On)의 사용량이 증가
특히 유료 OTT 콘텐츠보다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되는 웹 드라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
현지 내 한국 제작 웹 드라마의 경쟁력은
높은 편으로*, 한국의 기존 제작 웹 드라마의
베트남어 자막 적용 확대 및 품질 제고로
현지 시청자의 접근성 증대 전망
＊베트남 기준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개
콘텐츠 중 한국 드라마가 7개 차지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재 현지 내 웹 드라마 시청이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은 유튜브
ㆍ베트남 공산당 1당 영위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 이념에 반하는 문화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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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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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베트남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택 내 식사 빈도가
늘어나며, 음식배달서비스 사용량 증가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Grab Food의 높은
인지도 및 탄탄한 기존 이용자층 등으로
인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편

할인
마케팅 전략은 한계가 있어, 현지
이용자 및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바일 결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핀테크 기술 개발이 중요
＊현지 정부의 ‘현금 없는 사회’ 정책과 더불어
온라인·모바일 결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추세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한국의 배달서비스 운영체계와의 차이점 분석 필요
ㆍ최소 주문금액 미 설정, 상대적으로 거친 오토바이 배달에 따른 음식
포장 방법 등 현지 배달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필요
ㆍ온라인 모바일 결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늘고 있음에도 베트남 소비자들의
현금 거래 선호에 따라 음식 배달 서비스 산업 성장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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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공기청정기
HS코드

아시아

인도네시아

8421.3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현지의 건기 및 대기 질이 매우 나쁜 기후
특성상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상시 발생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
한국 제품의 가격은 중간 수준*
＊삼성 공기청정기의 가격(약 20-40만원)은
샤오미(약 6-564만원)와 스웨덴 브랜드인
블루에어(약 376-1128만원) 사이로 시중에
판매

한국 제품의 수입 시장점유율은 2017년
0.92%, 2018년 2.92%, 2019년 4.69%로
증가
저가
 제품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소비자층을
세분화한 맞춤 전략과 품질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AS) 강화 등의 경쟁력 제고 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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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HS코드

아시아

인도네시아

9025.1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5%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는
검역 당국, 학교, 회사, 병원 등에서 적극 활용
되며, 수요가 증가

현지
시장에서 Lotus(중국), Rycom(중국),
Beurer(독일), Fluke(미국), Omron(일본),
Little Giant(한국), Microlife(스위스) 등의 수입
제품과 Krisbow의 현지 제품이 유통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율이 전 세계 증가율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특히 Little Giant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체온계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

필수
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성 입증,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개발, 체온측정 이력 저장 등의
기능 추가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보건부 소관의 의료기기(ALKES) 인증 취득 필요하며, 이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됨을 유의
ㆍ보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 중이거나, 신규 등록 대상인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유통업자 목록 확인 가능
＊http://infoalkes.kemkes.go.id/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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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HS코드

아시아

인도네시아

21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5%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C 섭취
및 수요 급증

현재
Fatigon, Hemaviton, Redoxon, You C-1000
등의 건강보조제 비타민 C가 저렴한 가격과 약국,
편의점, 마켓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며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기

현지
시장에서 일부 한국 제품*이 판매 중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실정
＊한국 제품인 레모나(70포, 약 4만원)와 애터미(90표,
약 3만3천원)가 현지 온라인 몰에서 판매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판촉전, 공공기관 납품 등의
마케팅 전략과 온라인 몰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몰
선점 및 신제품 개발(피부에 바르는 비타민)을 통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식약청(BPOM) 등록 및 추가적 식품 수입 허가(SKI), 할랄 인증 필요
ㆍ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등록 허가 유형을 건강보조식품(SI), 의약
외품(QI), 일반 가공 식품(ML) 등으로 구분. 각 유형의 요구 기준에
충족하여야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정확한 등록 허가 유형 분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문 인증 업체 혹은 식약청에 자문
필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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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블랜더
HS코드

아시아

인도네시아

8509.4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무기질 섭취를 위한 휴대용 블렌더가 새로운
기회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일반적으로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되며,
저렴한 가격 대(약 1만 3천원~2만원)의
제품이 인기가 있음.

한국
제품의 경우 가격이 비싸지만 인체에
무해하며 성능이 뛰어나다는 강점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

가격적
요소 외에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젊은 층이 다수(중위 연령 30세)에게 각광을
받고 있음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선적 전 검사, Laporan Surveyor 대상 품목
ㆍ수출 이전 선적전 사전 검사 제도인 LS(Laporan Surveyor)는 한국에서
제품의 선적 준비 전 인도네시아 수입 회사가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한국
지정 대리기관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절차 후 서류를 발급하여줌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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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애플리케이션

36

아시아

인도네시아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WHO의 지폐사용
자제권고 이후 QR 코드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 증가
 코드 관련 산업은 현지 업체들이 우세한
QR
상황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필요*
＊중국 기업인 AliPay와 WeChat 모두 현지
주요 은행과 협력 사업 진행중


현재까지
현지에 진출한 QR 코드 관련
한국 업체는 부재한 상황으로 블루 오션
전략 활용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자 결제 분야 외국계 기업은 상업 은행, BUKU 4(4-30조 루피아
이상의 핵심 자본 보유 은행)와 JV 설립, 지분보유, 서비스 협력 등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
ㆍ인도네시아 중앙은행령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업자에게 최소 자금의
30%는 BUKU 4 은행에 요구불예금 혹은 현금의 형태로 할당 의무, 최대
70%는 정부 증권(Surat Berharga Negara, SBN), 정부가 발행한 여타
금융 수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예치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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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37

아시아

인도네시아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웃도어 여가활동의 대체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량 증가
현지의 주요 플랫폼은 Hooq(싱가포르)
와 Iflix(말레이시아)이며, 최근Netflix, Viu,
Amazon, Genflix, Catchplay 등이 유입
여러
 스타트업들이 현지에 해당 서비스를 론칭하는
추세*
＊텐센트(Tencent)가 WeTV, 토코피디아(Tokopedia)
가 토코플레이(Tokoplay), 고젝(Gojek)이 고플레이
(Goplay)를 론칭

현지의 서비스 이용 가격은 평균 월 15,000109,000루피아(약 1,200-95,000원)
홍콩 기업인 Viu와 WeTV가 현지 내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공식 한국 업체는
부재한 상황
K-Drama, K-Movie, K-Pop 등 K-Contents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 기진출한 현지 콘텐츠 업체
(라인 웹툰, CGV 영화관)와의 제휴, 현지 방송사·
전자상거래플랫폼·라이드헤일링(온라인 택시
서비스)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마케팅
전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네시아 투자제한리스트(대통령령 2016년 제 44호)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업종의 외국 투자 지분은 최대 67%까지만 허용하며, 투자
및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JV 설립 필수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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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메디슨 애플리케이션

38

아시아

인도네시아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텔레메디슨(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의 전자결제 사용량이
이전 대비 15% 증가, 텔레메디슨 포함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중
주요 애플리케이션별 사용률은
Halodoc(45.3%), Alodoktor(32.3%),
Klikdoktor(18.8%), Dokter.id(11.7%),
Dokter Sehat(9.8%)로 집계, 한국
애플리케이션은 부재한 상황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제약사와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한 마케팅 전략 활용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네시아 투자제한목록(대통령령 2016년 제 44호)에 따르면, 병·의원,
콘텐츠 통신서비스 관련 업계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67%까지 허용
ㆍ현재 텔레메디슨 관련 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나,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및 심각한 질환의 진찰에는 역할이 미비한 점 등이 주요 논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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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공기청정기
HS코드

아시아

태

국

8421.3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5%

MFN수입관세율 : 5%

미세먼지 및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태국의 對한국 제품 수입액은
1,009만 달러로 6위를 차지
LG전자 제품은 5만 바트(1,567달러)이상의
고가 제품이지만, 최고급 사양과 10년
A/S 서비스 제공으로 현지 내 인지도 확립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수출 확대 필요
1인 가구 맞춤 소형모델, 다양한 디자인,
스마트 기능 등의 제품 자체의 강점을 개발하는
진출 전략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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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HS코드

태

아시아

국

3307.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20%


미세먼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팩
사용 빈도 및 시간이 증가하며, 마스크팩의
수요 증가

이니스프리,
리더스클리닉, 로주키스, 닥터
자르트 등의 한국 제품이 현지 마스크팩
시장을 주도*
＊2019년 태국의 對한국 마스크팩 수입액은
1,389만 달러로 1위 차지


성능
및 성분 측면의 차별화와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진출 전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태국 식약청(Thai FDA)의 제품사전등록 필요
ㆍ제품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어로 된 라벨 부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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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Tips

41

(지제의손수건, 크렌싱티슈,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태

아시아

국

3401.19 (종이/펠트/부직포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경우)

HS코드 3307.90  (종이/펠트/부직포에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경우)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물티슈 사용 증가
한국 제품은 유기농 및 화학성분 무첨가
등의 프리미엄 제품을 중점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편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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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HS코드

아시아

태

국

2106.90 (세부분류 상이)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품
및 건강보조제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시중에서 완제품 형태의 한국 제품은 드문
상태로 주로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유통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한국 및 해외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 활용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태국 식약청에 수입업자 및 제품 등록 필요
ㆍ유통 전 태국어로 된 라벨 부착 필수
ㆍ비타민 함유량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삼성분이 함유
되었거나 유아용 식품보조제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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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HS코드

아시아

태

국

8479.5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 위험 없이 지속적
작업 및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에 대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태국 정부의 12대 미래 산업 분야에
로보틱스 및 자동화 분야가 속해 있어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가 큰 분야
한-태국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MOU)
등을 구체화해 한국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진출 확대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44

운동기구
HS코드

아시아

태

국

9506.91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해 피트니스 센터, 공원 등
대중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가정용 운동기구의 수요 증가
현지 시장 내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특히 중저가의 중국 ,대만
제품이 인기
이미 현지 시장 내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지도를 확립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제품들과 경쟁하기 보단 저렴한 가정용
소형 운동기구를 중점으로 한 진출 전략
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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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45

아시아

태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택 내 시간이 늘어나며
디지털 콘텐츠 소비 증가
한국 디지털콘텐츠는 현지 시장 내 웹툰,
게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진출을 위해선 현지
교육부 및 사립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최대
49%)업종에 해당하여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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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46

아시아

태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사용량이
증가하며, 택배업의 수요 동반 증가
CJ Logistics는 2012년부터 태국
택배사업에 진출, 스마트 허브 배송센터
구축, 자동분류시스템 및 스캐너 활용 등을
통해 현지 내 대량의 물량을 효율적으로
운영중
또한 Door to Door 서비스, 상품 인도시
현금결제서비스(COD)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중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최대
49%)업종에 해당하여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 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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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47

아시아

태

국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자제하며, 배달
음식 소비 증가

소비자
피드백* 및 해당 시장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발 필요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시스템 불안정성, 배달
주소지 선택입력의 부정확성, 서비스 가능
범위 제약 등으로 조사됨


현지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른 건강한 음식
및 플라스틱 대신 종이 용기사용 옵션 등
고려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서비스 업종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최대
49%)업종에 해당하여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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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살균스프레이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3808.94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3%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용 살균스프레이 등
의 감염예방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요인으로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 각종 프로모션 등의 효과적
마케팅이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필리핀 식약청에 제품별 등록, 수입면허 취득 필수
ㆍ인증 획득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1달이나, 실질적 소요기간은 1달 이상으로
전문 브로커 및 대행사를 통한 인증 획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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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1902.3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식량 비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라면 수요 증가
한국 제품은 현지 제품에 비해 양이 많고
비싸다는 인식이 존재해, 양을 줄이고
가격은 인하하는 변화 필요
한류 문화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 및 과거
유행한 ‘불닭볶음면 챌린지’ 등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홍보 방식 추천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필리핀 식약청(FDA)에 제품별 등록, 수입면허 취득 필수
ㆍ인증 획득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1달이나, 실질적 소요기간은 1달
이상으로 전문 브로커 및 대행사를 통한 인증 획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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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21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ㆍ2106.90.72 7%
ㆍ2106.90.73 1%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C의 수요 증가
2019년 기준 현지 비타민 C 수입제품 중
중국의 점유율은 59%로 주류를 이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해외 공급 차질이
한국 업체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비타민 C 수출시 유의점은 통상산업부의 관세국에서 확인 및 검증 가능
ㆍ금지, 규제, 자유수입 여부 등은 통상산업부(DTI)의 관세국(BOC)에서
확인 및 검증 가능함.

57

58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51

열상스캐너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9025.1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지 대중교통
내에서 열상 스캐너를 사용
글로벌 시장의 대표적 업체는 3M Scott,
Axis Communications, Raytheon으로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미국과 핀란드의
제품이 우세하지만, 현지 소비자의 구매력
측면에선 한국 제품이 우세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열 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및 센서 관련 수출은 대부분 미국국무부에서
지정한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혹은 국제
무기거래 규정을 준수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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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8421.21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5%

상수도 오염 문제로 정수기·정화기의
수요 증가 추세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현지 내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시장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
True Value, Ace Hardware, Handyman
등의 오프라인 혹은 Shopee, Lazada
등의 온라인 유통 채널 추천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필리핀 식약청에서 정수 처리 관련 규제와 지침(Policies and
Guidelines on the Regulation of Water Treatment Devices/
Systems)을 발표하여, 수출 전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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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1601.00 소시지류
1602 육류 / 1604 어류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24%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5 ~ 45%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자택 내
간편 조리 가능한 통조림의 수요 증가
현지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
나, 한국 통조림 제품에 대한 친밀도는
낮은 편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해선 주요 식료품점
등의 납품업체와의 제휴, 라벨포장을 영어로
표기, TV광고 등이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수입업자는 현지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증 필요
ㆍ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의 운영허가가 필요하며, 육류식품의 경우
Bureau of Animal Industry에서 인증취득 필요
ㆍ수입통관 절차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농식품 대상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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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
HS코드

아시아

필리핀

3402.20.95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병원 등의 시설에서
소독을 위한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기업인 P&G, Unilever, Reckitt
Benckiser 등이 현지 시장을 선점한 상황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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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넷플릭스(OTT서비스)

55

아시아

필리핀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내 시간증가로 실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주목
TV보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점, 인터넷 사용량 세계 1위인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서비스는 유망할 것으로 전망
＊필리핀의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량은 10시간
2분으로 조사됨(출처 : 훗스위트, 위아쇼셜)

그 중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가 풍부하여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강점을 갖춘
플랫폼
한국 콘텐츠 관련 업체는 넷플릭스와의
적극적 라이선스 계약 추진 노력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온라인 구매서비스

56

아시아

필리핀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소비 형태가
온라인 구매 및 배달서비스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현재
현지 온라인 유통시장은 본격적 형성
단계로, 까다로운 투자제한법 및 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진출에 어려움 존재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 중산층의 성장 및
1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온라인구매 수요 증가,
현지인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고려하면 성공적 진출의 기회를 내포한 시장

중간
구매상을 통한 간접적 진출 및 현지 기업
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한 진출 전략 추천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소매거래자유화 법(RA8762)에 따라 고가·사치품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250만 불 이상의 조건 충족 필수
ㆍ소매기업 설립을 위해선 사전 등록 필수
ㆍ온라인 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품목별 사전 인증 필요*
＊화장품→식품의약청 인증, 가전기기→산업통상부 표준 제품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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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01

공기청정기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8421.39.2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양허제외
ㆍAPTA 협정세율 : 8%[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오염정화 및 공기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 증가
대질이 나쁜 편인 인도의 기후 특성상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필립스, 샤프, 블루에어,
하니웰, LG, 삼성 등의 제품이 유통
유통망 및 판로개척이 쟁점이며,
AS 서비스 구축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미국가전제조사협회(AHAM) 등의 인증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가 유리
할 것으로 사료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2

마사지용 기기
HS코드

인

서남아시아

도

9019.1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원 및 면대면
진료를 꺼려하는 추세에 맞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지소비자 공략 성공
가능성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CDSCO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온라인
접수처(SUGAM)에 수입 신청을 해야함. CDSCO는 수입 허가된 자에
한해 등록 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번호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라벨 부착
시 기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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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면역 보조제
HS코드

03

서남아시아

인

도

21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MFN수입관세율 : 150%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양허제외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코로나19로 인해 면역 보조제에 대한 수요
증가
현지시장에서 보조제는 인공성분보다는
자연성분 함유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안정적 온·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벤더
선정이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식품안전표준(FSSAI)인증은 식품제조/식품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로 
나눠지며, 수입 통관을 위해선 식품수입 인증 취득 필요
ㆍ통관 시 물품별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며, 식품의 경우 일반물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통관절차 요구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4

반려동물 사료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2309.10 개/고양이 소매용 사료
2309.90 그 외의 반려동물 사료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對韓수입관세율 2309.10

관세율
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15%[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20%

對韓수입관세율 2309.90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양허제외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인도 내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로 반려동물 입양 및
관련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 업체의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펫푸드를 내세운 현지 내 고급화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며, 온라인 몰을
활용한 유통 고려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힌두교 및 무슬림교도가 현지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여, 소고기 및
버팔로 고기가 함유된 제품 수입을 금지
ㆍ한국에서 수령한 성분검사증을 제출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도
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에 수입허가 필요
ㆍ통관 시 제품검사증과 실제 제품성분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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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디오 게임기와 콘솔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9504.50/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20%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현지소비자의 다양한
게임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제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솔 등의 분야에서
한국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전망
인도 고유의 콘텐츠(인도 영화, 신화)활용
및 현지 내 통용되는 다양한 언어별 버전
개발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별도 인증은 필요없으나, 지재권 관리에 유의할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6

생수
HS코드

인

서남아시아

도

2201.1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5%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16.5%[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30%


인도
내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수의 수요 증가 전망

대용량
생수인 20L을 선호하는 현지소비자들의
소비성향 충족 및 위생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기배송 서비스, 모바일을 통한 상품정보
확인가능 서비스 도입 필요

Off-Trade
생수시장은 글로벌 및 현지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위생 및 품질을 내세운
한국 제품의 On-Trade 생수시장(고급호텔,
레스토랑) 공략 필요

현지
내 이미 많은 일반생수 제품들이 출시되어,
기능·맛·향 등의 차별화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의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에 따라, 
통관 전 식품안정청(FSSAI)에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인증 획득 필요
ㆍ통관 시 라벨링에 표기된 내용과 식품안정청의 성분분석 결과가 일치
해야만 최종 통관을 위한 동의서(NOC)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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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에어 컴프레서
HS코드

인

서남아시아

도

8414.3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양허제외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수출 차질로
인도 내 냉장고·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에어 컴프레서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
냉장고·에어컨의 주요 판매기간은 2-4월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 상황을 한국 제조업체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 가능
한국제품의 가격은 중국제품에 비해 3035%이상 비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현지 진출을 위한 한국 제조업체의
중저가 제품 도입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8

정수기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8421.21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5%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7.5%~10%
※ 하위세번 확인 요망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며 생수의
위생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증대
현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위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정수기의 수요가 증가
제품 품질 입증을 위한 국제수질협회
(WQA),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국제표준기구(ISO)의 인증서
획득 추천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수입 정수기 관련 강제적 인증 및 등록 절차는 없음
ㆍ국내생산 확대라는 인도정부의 기본방침을 고려한 현지 제조공장 설립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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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코로나19 진단키트
HS코드

인

서남아시아

도

3002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10%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인도정부의 우려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증가
현재
 한국의 진단키트만큼 높은 품질의 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차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제품의 정확도·신속도 측면의 강점에
더불어,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
하다면 큰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 보유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표준통제기구(CDSCO)의 인증 절차 필수
ㆍ해당 인증을 위해선 인도 내 법인 혹은 대리인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0

태양광 전지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8541.4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0%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MFN수입관세율 : 0%

인도는 태양광 전지 및 관련 장비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해
당제품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현지 내 태양광제품 제조기반이 약해,
‘Make in India’정책을 활용한 현지
생산시설 구축이 진출 전략상으로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 취득 필요

75

76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1

페놀
HS코드

서남아시아

인

도

2907.23, 2907.11, 2907.19, 2907.29
※ 하위세번자료 참고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對韓수입관세율
2907.23, 2907.29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0~6.25%
[특혜실익]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2907.11, 2907.19
ㆍ한-인도 CEPA 협정세율 : 양허제외
ㆍAPTA 협정세율 : 양허제외

관세율
관세율

MFN수입관세율 : 10%


페놀은
합판, 라미네이트, 와이어, 에나멜 페인트,
제약 등 산업전반에서 활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인도는 페놀의 수입량이 생산량의 5배
 수입량의 12%가 중국제품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총
인한 공급차질로, 현지 관련업체는 대안을
물색하는 실정

순수페놀의
수입은 엄격한 규정준수가 강제되어
수입 시에 주요 장애요소로 작용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통상적으로
한국업체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강점 등으로 현지 내
한국페놀의 수입이 증가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취득 필요
ㆍ인도 의약품관리청(DCGI)의
HSK

금액($)

HS(6단위)

양허유형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품목명

49,198,555

290723

E-8

CEPA 세율
0

2907111000

페놀

8,485,816

290711

EXC

-

2907199000

기타

8,114,361

290719

EXC

-

2907299000

기타

4,116,398

290729

SEN

6.25

2907131000

옥틸페놀

2,111,447

290713

E-8

0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179,695

290723

E-8

0

2907121000

크레졸

100,000

290712

EXC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1,163

290722

E-8

0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2

OTT 서비스

인

서남아시아

도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도 내 증대 된 휴대폰 보급률,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 증가
한국 OTT 플랫폼은 글로벌 타 플랫폼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점*,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지 상황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한국 기준, 1달 이용권 비용) 넷플릭스 9,500
원, 왓챠플레이 7,900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 내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26%까지 허용
ㆍ심의 규정에 대한 사전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ㆍ인도 인구의 약 10%만이 영어 사용이 가능해, 영어자막 뿐만 아니라 
힌디어 자막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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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식품분야 이커머스·음식 배달 서비스

13

인

서남아시아

도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식자재 및
음식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 경향
증가
조리식품 및 밀키트(반조리식품)에 대한
배달서비스의 수요 급증
현지 온라인 몰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식품
판매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인도 내 식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중남미

FTA활용 Tips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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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1

가정용 살균기
HS코드

중남미

과테말라

8543.7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5%
※ 6단위 이하 세번확인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가정용품 소독을 위한 가정용
살균기에 주목
LG, 삼성 등의 한국가전제품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현지 내 가정용
살균기가 보편화되지 않아 인플루언서,
시연 행사 등을 통한 제품홍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관세 0-5% 이외에도 12%의 부가세 지불 의무 존재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2

나일론 및 폴리아미드 섬유
HS코드

중남미

과테말라

5503.11, 5503.19, 5506.1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중단으로
나일론 및 폴리아미드 섬유 등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
과테말라는 섬유산업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분야로 다수의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
한국 합성 섬유는 중국제품에 비해 고품질
이지만 가격경쟁력은 부족한 실정, 하지만
원자재의 적시공급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하면 빠른 공급측면에서 경쟁우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모든 수입제품의 경우, 상업송장가격의 12%를 부가가치세로 지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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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03

비타민/ 비타민 함유 음료
HS코드

중남미

과테말라

2106.90 비타민
2202.99 비타민 함유 음료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비타민 및 비타민 함유
음료의 수요 증가
특히 당도 있는 비타민 C 음료를 선호
현지에서 한국은 건강 음료 생산국으로
인지도가 높아 음료나 보충제 등에 비타민
C 함유량을 강조하는 전략 추천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비타민 및 비타민 함유 음료는 위생/제품 등록증 필요
ㆍ제품등록은 경우에 따라 2-6개월 소요, 음료에 부과되는
관세 15%외에도 12%의 부가세 지불 의무 존재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4

참치 통조림 류
HS코드

중남미

과테말라

1604.14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식량 사재기현상이
발생하며 통조림 및 보관기간이 긴 제품의
수요 증가
참치 통조림과 같은 보존기간이 길고,
조리가 간편한 다양한 제품들을 내세운
현지시장 진출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보건/제품 등록증 제출 필수
ㆍ제품등록은 경우에 따라 2-6개월 소요, 음료에 부과되는
관세 15%외에도 12%의 부가세 지불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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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

05

중남미

과테말라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자제로
배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과테말라는 배달서비스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 본인이 아는
개인 배달부를 통한 서비스 이용 추세
한국의 상당부분 전문화된 배달서비스의
현지 진출 유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한국 배달서비스 업체들의 기술 전수 및 노하우 공유 등의 방식으로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가능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06

중남미

과테말라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 교육 방식으로 부상
스페인어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한국이 보유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 플랫폼 개발로 현지 내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선 CD, USE 등의 물리적 매체에
담아 이를 세관에 제시, 상업송장가격의 12%를 부가가치세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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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전자상거래 서비스

07

중남미

과테말라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쇼핑몰 등의 대중
밀집 공간을 꺼려하는 추세로 온라인구매에
주목하기 시작
한국제품의 품질관련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유통채널 선정이 쟁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제품인지도 확립 필요
현재 한국의 화장품, 음료 등의 제품은
Beauty Depot, Mapriva와 같은 온라인
수입상품 마켓에서 구매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선 CD, USE 등의 물리적 매체에
담아 이를 세관에 제시, 상업송장가격의 12%를 부가가치세로 지불
ㆍ통상적으로 진출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통해 판매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8

비타민 C
HS코드

중남미

도미니카
공 화 국

21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20%

코로나19로 인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비타민 C의 수요 급증
홍삼 등 면역증강 우수성분과의 혼합제품
개발, 타 비타민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비타민은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되어, 보건등록 및 GMP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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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09

진단시약
HS코드

중남미

도미니카
공 화 국

3822.0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

현지 내 확진자의 수는 비교적 적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국과의 인적교류가 많아 해당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

의약품 및 기기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어있으며, 한국 진단시약이 일부 유통
중인 상황을 기반으로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보유
현
 지 정부기관 대상 제품기증 등의 CSR활동을
통한 등록승인절차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지 보건당국의 등록 절차 필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ㆍ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도 긴급등록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보건당국와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전문 유통업체와의 협력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0

조제세제
HS코드

중남미

멕시코

3401 비누로 사용
3402.20 비누로 사용 X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ㆍ3401(비누사용) : 15%
ㆍ3402.20(비누로사용X) : 0-10%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균 박멸 관련 청
소용품 및 세제 수요 급증
특히 세균박멸을 위한 염소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요 크게 증가
한국 청소제품의 對멕시코 수출량은 미미
했으나(시장점유율 0.93%),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의 생산 차질을 기회삼아
대체 공급선으로서의 가능성 존재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멕시코표준규격(NOM) 인증 획득 필요
ㆍ정부기관 수입의 경우 Customs Law(1995) Article 61 내지 63에
규정된 관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감면 적용될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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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11

체온계
HS코드

중남미

멕시코

9025.11 액체 온도계
9025.19 기타 체온계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15%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소비자 및
정부기관의 체온측정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체온계의 제1위 對멕시코 수출국은
중국으로(시장점유율 57.5%),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공급 차질을
기회삼아 대체품으로써 현지 시장 공략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멕시코 보건부의 사전 제품수입허가(SAAI M3 “S1”) 필요
ㆍ정부기관 수입의 경우 Customs Law(1995) Article 61 내지 63에
규정된 관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감면 적용될 소지 있음.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원격의료 서비스

12

중남미

멕시코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의료 및 진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원격의
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현지 내 해당 서비스시장은 Siemens,
Carestream, FujiFilm 등의 기업이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의료제품에
대한 현지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시장
공략 가능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서 실시한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제품의
혁신성·고품질·가격경쟁력으로 멕시코 의료
업계는 한국제품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원격의료시스템 관련 현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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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13

검사·분석 장비
HS코드

중남미

브라질

9027.5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14%
※ 6단위 이하 세번확인필요

현재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현재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일부지역에서만 검사 가능
한국 검사·분석 장비는 소형사이즈로 휴대
및 운반이 용이하며,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검사를 가능케 하는 강점으로 높은 시장
경쟁력을 보유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국가품질규격관리원(NMETRO)와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인증 필수
ㆍ인증 취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인증절차 진행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4

미니빔 전동킥보드
HS코드

중남미

아르헨티나

8711.6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20%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자제로
개인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현지 내 CECOTEC, EMOVE,
SHURE, ALIVER, XIAOMI, SEGWAY
NINEBOT, GYROOR 브랜드의 전동킥
보드가 판매
현지 내 한국제품의 유통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배터리는 위험물안전인증서, 충전기는 전기안전
인증서 발급 필요
ㆍ이에 대부분의 수입자들은 2번의 인증발급 생략을 위해 배터리·충전기가
제외된 제품을 수입하여 배터리·충전기는 현지에서 생산 및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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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전거
HS코드

중남미

아르헨티나

8711.60 모터 자전거 9503.00 세발자전거
8712.00 이륜자전거 및 기타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ㆍ8711.60 / 8721.00 : 20%
ㆍ9503.00 : 35%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
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자전거 사용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
자전거의 주요 對아르헨티나 수출국은 중국
(시장점유율 85%)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지연으로 대체공급선으로서의
진출 가능성 존재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자전거는 아르헨티나의 자동승인제품에 해당, 특별한 제약 없이 수출가능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16

휴대용 진단 의료기기
HS코드

중남미

아르헨티나

9018~9022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14%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진료 최소화 및
신속한 진단을 위해 휴대가 편리한 의료
기기의 수요 증가
한국제품은 중국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품질 측면에서 월등하며,
동품질의 독일, 미국 등의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높은 편
현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아 에이전트
및 딜러 측에서 자체적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아르헨티나 의약품식품의학기술청(ANMAT)의 인증 취득 필요
ㆍCE, FDA 등의 인증 보유 시 인증 절차 간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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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게임 애플리케이션

17

중남미

아르헨티나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내 시간증가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 애플리케이션
이용시간이 증가
NCSOFT, Netmarble, Com2uS, NHN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현지 내 마케팅
및 다양한 언어지원 부족 등으로 인지도를
확립하지 못한 실정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성공적 시장 진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지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패드 기종과의 원활한
호환 필수
ㆍ현지 언어로의 게임 제작 및 현지 게임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 권장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18

중남미

아르헨티나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가능성이 존재하여,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지 내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필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에
맞춰진 시스템은 현지 내에서 느린 리딩
속도 등의 애로사항 유발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수출 과정상의 수출대금 송부 시, 33%를 세금 명목으로 원천징수
강제하고 있는 상황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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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강보조식품
HS코드

중남미

에콰도르

2106.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20%

코로나19로 인해 에콰도르 및 중남미
정부는 면역력강화를 위한 건강보조
식품을 권장하여, 관련식품의 수요 증가
홍삼, 인삼 등이 함유된 한국의 특화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차별화 전략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에콰도르 식약청(ARCSA) 등록 및 위생허가증(Certificado de
Registro Sanitario)취득 필수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0

가정용 공기청정기
HS코드

중남미

칠

레

8421.3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칠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6%

칠레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하여,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정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지 내 한국 공기청정기 수출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며, 삼성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타 저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상황
저가제품, 소형제품 출시 등을 통한
경쟁력확보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기관리국의 SEC 인증 필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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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1

로봇 청소기
HS코드

칠

중남미

레

8508.11 1,500와트 이하의 출력 및 20L이하 용
량의 저장조 / 8508.19 기타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칠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6%

현지 내 중산층 확대, 주요 유통망 내 로봇
청소기 마케팅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청결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당제품의
수요 증가 예상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확립되었으나,
높은 가격이 시장 내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스마트기능 추가 및 필터기능 강화 등의
고급화 전략 혹은 저가모델 출시 전략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기관리국의 SEC 인증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2

스팀 청소기
HS코드

칠

중남미

레

8516.7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칠레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6%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적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스팀청소기 시장 내 한국기업의 진출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전기관리국의 SEC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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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3

비접촉 체온계
HS코드

중남미

콜롬비아

9025.19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콜롬비아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의 발열증상
점검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며 비접촉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브라운, VICK사의 접촉식 디지털
체온계 제품이 주로 판매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연동, 간편한 사용법과 충전방식, 저렴한
가격 등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의 인증 취득 및 기술설명자료 첨부,
라벨링 표기 필수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배달대행 서비스

24

중남미

파나마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후 및 교통체증으로 배달대행서비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상
한국 배달애플리케이션의 각종 포인트 제
휴, 마일리지 적립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에
비해, 현지 배달서비스(Apetito24)의 경우
배달료 할인 등의 소극적 마케팅에 제한
한국에서 현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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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5

가정용 의료기기
HS코드

중남미

파라과이

9025.19 체온계 / 9018.19 혈압측정기
9506.91 재활기기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ㆍ9025.19 : 18%
ㆍ9018.19 : 0%
ㆍ9506.91 : 6%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진료 및 병원방문
기피로, 자택 내 간단한 진료가 가능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선호 경향
한국 의료기기는 현지소비자로부터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받아, 적정한
가격책정과 성능 및 디자인상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공적 시장진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업체등록이 필요하여, 수출 진행 전
현지바이어의 등록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추천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26

간편식 통조림
HS코드

중남미

파라과이

1601.00 소시지류
1602 육류 / 1604 어류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16%

코로나19로 인해 유통기한이 길며, 조리가
간편한 통조림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 및 대형유통
매장 공략이 필요하며, 일반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홍보 마케팅 강화 필요
가격에 민감한 현지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책정이 쟁점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국립식품영양연구소(INAN)의 식품위생등록(RSPA)인증을 취득해
보건복지부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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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27

식품포장 기기
HS코드

중남미

파라과이

8422.4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FTA 미체결

MFN수입관세율 : 0~14%
※ 6단위 이하 세번확인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내 식사가 포장으로
대체되는 추세
한국의

해당제품의 對파라과이 수출액은 6,600달러
(시장점유율 0.2%)로 미미한 편이나, 한국제품
사용경험이 있는 현지바이어들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

식품포장기기의
자국 내 생산은 전무하여,
대부분의 수요충족을 해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로 해당
제품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

현지
내 잦은 정전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및 전문
수리 기술자의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한 AS
제공방안 마련 필요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현지 세관을 통한 수입업체 등록증 및 송장·선하증빙문서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28

중남미

파라과이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자제로 배달서비스
이용량 증가
현재 배달서비스의 성장초기단계인
파라과이는 스마트폰 및 서비스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한국과 비교해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직은
미비한 실정
한국

기술력 기반의 간편한 주문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선점 가능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배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오토바이 관련사고가 급증하여,
보험에 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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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의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29

중남미

파라과이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방문을 꺼려하는
추세로, 간단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수요 증가
현지 내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 병원진료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빠른 성장
기대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각종 건강 및 진료정보에 대한 공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파라과이
보건복지부의 규정·규제에 대한 조사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전자상거래 플랫폼

30

중남미

파라과이

HS코드 해당사항 없음
※ HS CODE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체물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 코드로
무체물의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의
수요 증가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초기 단계인
파라과이는 현지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
사용률이 높아, 시장진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간편 결제
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이 수반
될 경우, 시장선점 가능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파라과이 관세청의 해외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소세 부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전자상거래에 13%의 부가가치세 및 품목에 따라
1-13%의 특소세 부과
ㆍ제품가치가 100달러 미만일 경우는 수입관세 면제, 그이상은 수입관세도
적용
ㆍ모든 세금은 관세청에 공식등록된 운송회사를 통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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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31

물티슈
HS코드

페

중남미

루

3307.90 클랜징 티슈
※ 재질에 따라 달리 분류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페루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6%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물티슈의 수요 증가
중국의 對페루 물티슈 수출은 시장점유율
27%를 차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공급차질로 한국기업의 대체 공급선 공략
가능할 것으로 전망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ㆍ의료인증기관(DIGEMID)의 위생인증 취득 필요

코로나19 뜨는 상품과 서비스 FTA활용

Tips

32

폴리에스테르
HS코드

중남미

페

루

5402.33 합성섬유
3907 일차제품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페루 FTA 협정세율 : 0%
[특혜실익]

MFN수입관세율 : 7%
ㆍ5402.33 : 6%
ㆍ3907 : 0%

코로나19로 인한 페루 내 폴리에스테르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공급 차질로, 이는
한국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현지 내 한국제품은 고가·고품질로 인식,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가 의류 관련
바이어와의 사업관계를 맺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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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33

기타 항생제 원료
HS코드

중남미

페

루

2941.90

※ HS CODE는 물품의 상세 정보(구성 성분, 용도,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對韓수입관세율
ㆍ한-페루 FTA 협정세율 : 0%

MFN수입관세율 : 0%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질환 환자
치료용의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
현지 항생제시장 내 한국업체의 시장점유
율은 2.89%(2019년기준)으로 낮은 편,
엔지켐社와 Sigma Aldrich(미국)가
폐질환 치료의 주요원료인 사이클로세린의
투자진출 및 수출입 통관 시 유의점

對페루 주요 수출 기업
진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선 Sigma
Aldrich 등 와의 단독대표권계약 등의
전략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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