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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정리해보는

한-인도 CEPA
활용법 및 인도 통상 애로

인사말
한-인도 CEPA 발효 11년이 지난 2021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36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
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약 30%, 64% 상승하며, 무역수지는 75
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면
서, 관세장벽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세관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품목분류를 변
경하여 관세 추징을 하는 등 한국기업이 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는 BIS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KOTRA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뉴델리 무역관, 2019년 첸나이 무역
관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준비부터 CEPA 활용 및 통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통상환경에서 기업 수출 담당자가 겪은 다양한 애로 사례들과 관련하여 CEPA 활용지원
센터에서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축적된 실사례와 대응방안을 담아 우리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사례
로 정리해보는 한-인도 CEPA 활용법 및 인도 통상 애로’라는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담긴 사례들과 대응방안이 인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더 쉽게 CEPA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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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분류
가. HS코드 관련 인도세관의 품목분류 차이 발생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① 주요 내용
인도 수출 시, 한-인도 CEPA에 의한 양허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물품의 HS코드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른 HS코드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여 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CEPA의 적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② 사례
핸드폰, TV 등에 사용되는 스폰지 가스켓(Sponge Gasket)이라는 부품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A사는 한
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해당 물품의 HS 코드가 7410.21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1년 넘게
해당 HS 코드로 인도에 수출을 하며 한-인도 CEPA의 적용을 받아오던 중 인도 세관 담당자로부터 해당 물
품의 HS 코드를 3919.90로 하여서 수출 및 한-인도 CEPA 적용 신청을 다시 할 것을 요청 받았다. 다행히
HS 코드 7410.21와 3919.90에 해당하는 물품 모두 한-인도 CEPA 협정 상 양허대상 물품에 해당하고 적
용 후 세율도 0%로 동일하여 인도 세관에 요청하는 HS 코드로 변경할 경우에도 CEPA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신고필증 사본, 상업송장(Invoice),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 상 HS 코드가 원산지증명서 상에 그대로 기재된다. 한국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해당 HS 코드가 정확하다고 확인되어 해당 HS 코드로 신고를 해온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
증 상의 HS 코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국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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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등의 이유 및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위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서 상 HS 코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HS 코드가 다른 경우 원산
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스폰지 가스켓(Sponge Gasket) 관련 인도 세관의 HS 코드 적용 불일치 내용>
기관

적용 HS 코드

물품명

적용 HS 코드

대한상공회의소

7410.21

구리의 박(箔)

CTH + 25%

인도 세관

3919.90

플라스틱 시트(Sheet)

CTSH + 35%

자료: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에서 해당 사례 관련하여 한국 세관과 지원방법을 알아본 결과, 수입국에서 수
출국의 HS 코드와 상이한 HS 코드를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수출물품이 HS 코드의 변경 전 후의 원산지기준을 모두 충
족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인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HS 코드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업체는 한-인도 CEPA 적용 관련 품목분류 논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
HS 코드란 국제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분류해놓은 품목분류표이다. HS 협약에 따라 6자리까지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고 7자리부터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각 국가마다 품목분류 해석
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 다른 HS 코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HS 코드 변경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FTA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변경 후의
세율이 높은 경우 이전에 수입한 건에 대해서도 차액 관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다. 인도 수출 물품에 대한 품
목분류 분쟁 또는 FTA 특혜관세의 품목의 불인정 등 애로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 본부세관 및 수출입기업지
원센터에 신고하거나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협정상대국(인도)에서 적용되는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서 등)를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에 제출할 경우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HS코드를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수출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정확한 사유 및 변경 전/후 HS 코드를
인도 수출 및 CEPA 활용 시 주의사항 알아두기 | 07

기재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다만, 한국과 인도의 양국에서 사용하는 HS 코드에 따른 원산지기준이 다를 경
우, 원산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한-인도 CEP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

나. 인도 DRI(국세정보국) 관세조사 시 대응방안
① 주요 내용
2021년 3월, 철도 신호용 계전기 관련 인도 대법원의 판결(Westinghouse Saxby FarmerLtd. Vs.
Commisioner of Central Excise)에 따라 개별 부품이 자동차의 부품으로 분류될 근거가 됨으로써 인도 국
세정보국(DRI)는 자동차 부품 관련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관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진
출한 관련 기업들의 한-인도 CEPA 활용 불가 및 차액 관세 납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08 | 사례로 정리해보는 한-인도 CEPA 활용법 및 인도 통상 애로

② 사례
뉴델리·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는 인도 진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로부터 인도 재무부 산
하의 국세정보국(DRI)이 일방적인 관세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HS 코드가 아
닌 높은 세율의 HS 코드를 적용하여야함을 주장하며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였다.
인도 국세정보국(DRI)는 사전고지 없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대상 관세조사를 시작하고, 2년 또는 5년
동안 수입을 한 물품에 대하여 상이한 HS 코드를 소급적용하여 차액 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당한
추징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입의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세정보국(DRI)
에서 요구하는 대로 HS 코드 변경에 따른 관세를 추가 납부하고 추후 한-인도 CEPA의 관세혜택을 포기하
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2021년 3월 발표된 철도 신호용 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자동차 부품
이 개별 부품의 HS 코드가 아닌 자동차 부품의 HS 코드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철도 신호용 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인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기관

2021년
대법원 판례
(Civil Appeal
No.37 of 2009)

적용 HS 코드

• Westing House Saxby Farmers Ltd(웨스트뱅갈주 국영회사)관련 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철도 신호용 계전기(Relay)를 특게 세번(8536호)이 아닌 철도 차량
부품(8608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해 당 대법원 판결은 품목분류 통칙과 호의 용어 등 HS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내용이나, 인도 세관에서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개별 부품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모두 자동차 부품(87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자료: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

이에 따라, 관련 기업, 주인도 대사관, 한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담당자 등과와 회의를 통해 해당 판결문의
내용은 HS 협약에 따른 해석과 차이가 있으므로 인도 국세정보국(DRI)의 자의적 품목분류 해석에 근거한 관
세 조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인도 산업무역진흥청으로 발송 및 인도 상공부에도 해당 내용을 공
유하였다.
2022년 1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인도 세관 담당자 대상으로 지침을 발표하여 철도 신호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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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인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하지 않도록 요청 및 부품(Parts)의
품목분류 시 HS 협약을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뉴델리·첸나이 CEPA활용지
원센터는 관련 기업들에게 국세정보국(DRI)이 자의적인 품목분류 해석을 통한 조사 및 추가 관세 납부를 요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안내 및 해당 지침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③ 시사점
2022년 1월 5일,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세관 및 국세정보국(DRI)의 자의적 품목분류를 규제하
기 위한 지침(Instruction No.01/2022-Customs)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 신호용 계전기 관련 품목
분류에 대한 인도 대법원 판결(Westinghouse Saxby FarmerLtd. Vs. Commisioner of Central Excise)
을 개별 부품을 자동차 부품에 분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환기하였다. 또한, 부품
(Parts)의 품목분류 시, HS 협약에 따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품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
로 참고하여 판단 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세 관련 고시 및 지침은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의 공식 웹사
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지침 조회 화면>

자료: https://www.cbic.gov.in/Customs-Circulars-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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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시 정정 방법
① 주요 내용
한-인도 CEPA 협정 4.4조에 의하면 수출국에서 선적일로부터 7일 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7
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소급적용(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표시되어 있
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협정과 다르게 표시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으로 간주된다.
② 사례
한국에서 인도로 스피커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B사는 기업 측의 착오로 한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
청 시 선적일로부터 5일이 되었음에도 ‘소급적용’ 문구 표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인도 세관에서는 한-인
도 CEPA 협정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급적용’ 문구가 없는 원산지증명
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 한-인도 CEP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재
발급이 필요하나 재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회수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한-인도
CEPA 적용이 늦어지게 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보관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뉴델리 CEPA활용
지원센터는 한국 세관과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정정 발급을 통해 보다 빠르게 한-인도 CEPA
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 한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정정신청

2. 정정 원산지증명서 제출,
한-인도 CEPA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원본(오류 발급본) 회수

③ 시사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세당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 된다. 해당 인증을 취득한 기업(원산지 인증
수출자)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생략되고, 발급 기관
의 심사도 간소화된다. 이렇게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지
만, 신청자가 협정 별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협정 별 ‘소급적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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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표시되어야 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이러한 내용이 맞게 신청 되었는지 재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인도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을 세관당국 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s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구축을 진행 중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
우 또는 원산지증명서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한-인도 CEPA의 특혜 신청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 논란 발생 시 대응방안
① 주요 내용
한-인도 CEP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점에 당국 세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인도는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서 발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인도 간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 C/O)를
구축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양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그 판단에 따라 CEPA 특혜 적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② 사례
한국에서 인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세관이나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인도 수입 통관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인도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한-인도 CEPA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제조기업인 C사는 인도 세관으로부터 한-인도 CEP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이라
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인도 세관 담당자에게 한국 관
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안내하였으나, 인도 세관은 해당 화면에
서 수출자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한-인도 CEPA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CEPA를 적용 시
세액과 기본 관세율 적용 시 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은행 보증 제공 후 통관을 하도록 하였다. 첸나이 CEPA
활용지원센터는 관련 내용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한국 세관에 공유하였고, 한국 세관은 인도 세관의 담당
자에게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신을 송부하였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
친 이후, C사는 한-인도 CEPA의 적용을 받고, 인도 세관에 제공한 관세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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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사점
아래와 같이 한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상 표시된 Reference no. 와 Reference code 입력 후 확인 가능하다.

<한국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화면>

자료 :http://www.customs.go.kr/kcs/co/co.do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조회할 경우에는 수출자 및 발급자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세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인도 관세협력관, 뉴델리 ·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
는 한국 관세청에 이를 공유하여 수출자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어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 확인에 지장이
없음을 알리는 문구를 화면에 추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세관 뿐 아니라 대항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해당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인도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를 증명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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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PA 활용
가. 인도 CAROTAR 2020(원산지관리강화규칙)에 의한 Form I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주요 내용
인도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을 시행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역협정
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Form I 라는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Form I 는 수입
물품의 제조공정, 적용 원산지 기준, 원재료의 종류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정한 서식이다. 인도
수입자는 한-인도 CEPA에 의한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와 Form I를 함께 인도 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사례
한국의 D사는 인도에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지시약을 수출하면서 한-인도 CEPA에 의한 관세 면제를 적용
하고 있었다. D사는 인도정부가 시행한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인도
CEPA 적용을 신청 시 Form I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고, 원산지증명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 상 확인되는 한-인도 CEPA 협정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무시하고, 그보다 강화된 원
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WO)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새로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산지증
명서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이 표시되는데 원산지기준은 한-인도 CEPA 협정에 의해 한국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세관 담당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
는 기준인 완전생산기준(WO)를 요구한 것이다.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는 관련 내용 확인 중 한국의 수출자가 Form I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
실을 인지하였고, 수출자에게 인도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의 내용과 Form I 작성 방법을 안내하
여 Form I를 인도 세관에 제출하도록 지원하였다. D사는 해당 물품이 한-인도 CEPA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한 Form I를 제출함으로써 한-인도 CEPA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
었고, 지속적으로 한-인도 CEP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에 의해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Form I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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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해당 사례와 같이 세관 담당자에 따라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통관 시
에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수입신고 시점에 Form I를 가
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 과 한-인도 CEPA 적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 6조에 의해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
단한 물품의 경우,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특혜관세 적용은 유예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사전에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Form I 작성 예시>

Section III. Part B-1.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

Whether
manufactured by
producer of final
good
(Yes / No)

1

A

Yes

2

B

No

Whether procured by
producer locally from
a third party
(Yes / No)

In case procured from third party,
did producer of final good seek
conformation and documentary proof
of origin of these component?
(Yes / No)

Section III. Part B-2.
a

Is the de minimis provision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Yes
○ No
If yes, describe such material and the percentage value or
quantity as applicable.

b

Is the accumulation/cumulation
provision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Yes
○ No
If yes, describe the manner and extent of cumulation.

c

Has any other additional
criteria such as indirect/neutral
materials, packing materials,
e t c . u s e d i n a s ce r t a i n i n 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Yes
○ No
If yes, provide the criteria used:
Describe the material concerned:

Is the originating criteria based
on value content?

○ Yes
○ No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 percentage of local value content:
(ii) components which constitute value addition
(e.g. material, profit, labour, overhead cost, et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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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as CTC rule been applied for
meeting originating criteria?

○ Yes
○ No
If yes, provide HS of non-originating material/components
used in production of good:

g

Has the CoO been issued
retrospectively?

○ Yes
○ No
If yes, provide the rule applied:

f

Has process rule been applied
in ascertaining origin of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 Yes
○ No
If yes, provide reasons for same:

Has the consignment in
question been directly shipped
from country of origin?

○ Yes
○ No
If not, then has it been ascertained that same is as per
provisions of the concerned agreement?
How has it been ascertained that goods have met the
prescribed conditions of Direct Shipment?

h

Section III. Part B-Further Detail of 2.(d)
1) BOM
NO

Preferential

NonPreferential

Sub-Part(Material) Name

HS code

Origin

1

A

KOREA

2

B

KOREA

1

C

Unknown

2

D

Unknown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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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USD)

합계

합계

합계

2) Added Value (e.g. profit, labour, overhead cost, etc.)
Cost (e.g. profit, labour, overhead cost, etc.)
(USD)

SUM

3) Result
NO

Description

Non-Originating
(KRW)

Total
(KRW)

RVC(%) HS code

1

Face Cream 50ml

2,030

5,409

62.47%

Whether
value added
rule met

Origin

YES

KOREA

330499

Section III. Part B-Further Detail of 2.(e)
NO

Description

Sub-Part
(Material) Name

HS code
(material)

HS code
(good)

Whether
CTSH rule
met

Origin

1

Face Cream 50ml

A

130215

330499

YES

KOREA

2

Face Cream 50ml

B

130215

330499

YES

KOREA

자료: 첸나이 CEPA 활용지원센터

나. 2022년 HS협약 개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된 물품의 수출 시 주의사항
① 주요 내용
HS(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는 2002년부터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HS 개정으로 새
로운 기술과 무역량의 증가를 반영하여 HS 코드 6단위 기준 222개의 신규 품목이 증가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평판디스플레이모듈, 프레스머신 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 기존 HS코드와 다른 HS코드가 적용된다.
② 사례
인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협정에서 관
세 혜택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물품이어야 하고, 둘째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인도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등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인도 CEPA의 적용을 신청 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절차
에 따라 CEPA 적용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수입신고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로 2022년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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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정된 HS 코드와 한-인도 CEPA 협정 적용 시 사용하는 2007년 HS코드 간 연계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
되지 않고 있다.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에 이와 관련한 애로 사례가 접수되었고, 확인 결과 인도 세관에
서 임시적으로 CEPA 적용 대신 수출 물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감면 코드를 선택 및 적용하도록 하여 관세 면
제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도의 수입신고시스템이 현재 HS 기준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정식 절차에 의한 한-인도 CEPA 적용 신청
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확인 웹사이트(Indian Trade Portal)에서도
2022년 새롭게 추가된 8524호의 세율 정보는 기본 세율 뿐 아니라 한-인도 CEPA 적용 세율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 무역 포털 웹사이트 ‘8524’호의 세율 조회 화면>

자료 : https://www.indiantradeportal.in/

③ 시사점
한-인도 CEPA 협정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는 동일할지라도 인도 세
관에서 현재 통관시스템 상 반영이 되지 않은 HS코드 물품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한-인도 CEPA 적용 처리
를 하기위한 대응방안들은 협정 상 정식 절차가 아니므로 추후 인도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 적용 대상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도 수출 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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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을 통해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한다. 둘째, 2022년 HS 코드가 개정된 물품의 한-인도 CEPA
적용 방법에 대해 인도 세관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보관하여 인도 세관의 사후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 통관시스템 현황을 고려하여 한국 관세청에서는 현행 HS코드 기준(2022
년)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은 HS 2022 ->
HS 2007 품목번호 연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10란에는 HS 2007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을 기재하고, 7란에는 HS 2022에 따른 HS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이를 통해 2007년 HS코드와 2022
년 HS코드의 연계정보가 통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통관애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세관 담당자의 원산지규정 이해부족으로 인해 한-인도 CEPA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한
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KOTR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중고 설비 인도 수출 시 한-인도 CEPA 활용 방법
① 주요 내용
중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일반 물품과 달리 적절한 과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 인도 세관은 중고
설비 수입 시 수입신고 서류의 내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가격 산정의 근거 등에 대하여 까다롭게 검토
를 하므로 수출국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의 서류 구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중고 설비의 경우에도 한-인도 CEPA 적용 물품에 해당하고, 한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CEPA에 의한 관세 혜택도 받음
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사례
인도 진출 기업인 E사는 인도 제조 공장에 필요한 제조설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한국의 F사가 사용하고 있
는 중고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다. E사는 인도 중고 설비의 통관 절차와 CEPA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였다. 그 결과, E사는 인도 중고물품 과세가격 평가 규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중고 설비의 구
체적인 수입가격 산정 방법과 감정평가서 발급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설비의 HS 코드 확인
및 한-인도 CEPA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CEPA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한국 F사에 원산지 관련
서류 구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사전에 요청하여 CEPA에 의한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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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설비의 수입 시, 인도 세관에서 실물 검사와 수입신고 가격 검토를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한 감정평가
서 등 추가 근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E사는 해당 중고 설비의 수입신고 가격이 규정에 따라 감
가상각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임을 증명하여 추가서류 제출 없이 통관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
인도에서 중고 설비의 수입통관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는 의심되는 거래
의 경우 인도 세관은 해당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출
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도 수입항 내 감정기관이 물품의 가격을 평가하여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산
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고 설비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항상 실물 검사를 진행하므로 인보이스와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과 모델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중고 제품이라는 명시해야 하고, 제조연도 이후 10년 미만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인도 수입 이후 5
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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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해하기

1. 인증제도
가. BIS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진행 지연
[참고] BIS 인증제도 개요
나. 인도 지정실험실에 샘플 발송 시 주의사항
다. 화장품 인증 완료 후 까다로운 라벨링 부착 규정
[참고] CDSCO 인증제도 개요

2. 수입 전 등록 및 허가제도
가. 철강제품 수입 전 모니터링 시스템 상 화물정보 등록 의무
[참고]인도의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나.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수입 전 허가제도
[참고]수입허가 신청방법

02

인도 비관세장벽 이해하기

1. 인증제도
가. BIS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진행 지연
① 주요 내용
BIS는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이하”BIS”)을 의미하며 인도 소비자부 산하의 품질
관리기관이다. BIS는 인도에서 판매 및 수입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관리한다. 해외제조자에 대한
BIS 인증제도는 크게 ISI 마크제도(ISI Mark Scheme)와 CRS 의무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로 구분된다. BIS 규정 상 ISI 마크제도(ISI Mark Scheme)의 정식명칭은 ‘Scheme I’으로 정의
되며, 인도 표준규격인 ISI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철강제품, 화학제품, 전선
등 다양한 산업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Scheme I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BI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 제출 후, BIS 담당자가 해외 제조
공장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
고, 인도정부는 BIS 인증을 위한 해외 제조공장 방문 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시 자가격리 및 PCR
테스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BIS 인증 대상 물품을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지만, BIS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등 방역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사례
최근 BIS의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1월 기준 416개(ISI 마크제도 341개,
CRS 의무등록제도 75개)였던 강제 인증 대상은 2022년 5월 기준 460개(ISI 마크제도 381개, CRS 의무등
록제도 79개)로 44개(+10.6%)의 품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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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5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검역지침이 완화 되고 있으나, BIS의 현장실사를 위한 해외
제조공장 방문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실사의 어려움에도 불
구, BIS는 인도 내 생산 및 제조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 신규 BIS 인증 시행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증
시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진출한 G사는 코로나19로 인해 BIS 인증을 진행 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세관에서 BI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여 BIS 인증 시행일 이후 인
도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③ 시사점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화학·철강 제품이 BIS 인증제도 대상으로 가
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화학물품에 대해서는 가성소다(Caustic Soda), 붕산(Boric Acid) 등 25개 물
품에 대해서 BIS 인증이 시행 중이며, 2022년부터 아세톤(Acetone) 등 27개의 물품에 대하여 신규로 시행
될 예정이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압연 강판(Hot rolled or cold rolled steel sheet), 와이어(Steel wire),
봉형강(Steel Bar) 등 144개 철강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며 그 중 91개의 물품이 2020년 이후에 추가되었고,
2022년부터 페로실리콘(Ferrosilicon), 페로니켈(Ferronickel) 등 6개 철강제품에 대하여 신규로 BIS 인증
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인증이 시행되었거나 곧 시행 예정인 화학제품>
연번

물품상세

1

Ethyl Acrylate

2

Methyl Acrylate

3

Vinyl Acetate Monomer

4

Methylene Chloride (Dichloromethane)

5

Ethylene Glycol

6

Toluene

7

Terephthalic Acid

8

Phthalic Anhydride

9

N - Butyl Acrylate

10

Acetic Acid

11

Aniline

12

Methanol

13

Morpholine

시행일

‘22년 5월

‘22년 6월

‘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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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품상세

시행일

14

Acetone

15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16

Ethylene Dichloride

17

p-Xylene

18

Polycarbonate

19

Polyurethanes

20

Vinyl Chloride Monomer

21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22

Pyridine

23

Gamma Picoline

24

Beta Picoline

25

100 Percent. Polyester Spun Grey and White Yarn (PSY)

26

Polyester Continuous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27

Polyester Industrial Yarn (IDY)

28

Polyester Partially Oriented Yarn (POY)

29

Polyester Staple Fibres (PSF)

30

Polyethylene Material for moulding and extrusion

31

Synthetic Micro-Fibres for use in Cement Based Matrix

32

Linear Alkyl Benzene

33

Ethylene Vinyl Acetate (EVA) Copolymers

34

Styrene (Vinyl Benzene)

35

Maleic Anhydride, Technical

36

Acrylonitrile

‘22년 9월

‘22년 10월

자료: Bureau of Indian Standard 웹사이트
(https://www.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
scheme-i-mark-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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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증이 시행되었거나 곧 시행 예정인 화학제품>
연번

물품상세

1

Soft Magnetic Iron Strips

2

Soft Magnetic Iron Rods, Bars Flats and Sections

3

Tool Steel Forgings For Metal Forming

4

Steels for High Temperature Bolting Applications –
Specification

5

Ferrosilicon – Specification

6

Ferronickel

시행일

‘22년 2월

‘22년 5월
‘22년 10월

자료: Bureau of Indian Standard 웹사이트 (https://www.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
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BIS제도의 ISI마크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에 수출하려면 해외 제조사 ISI마크 취득 절차인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를 통해 ISI마크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
청서와 제품 및 실험장비의 세부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증 신청 접수 후, BIS 담당자가 현장 점검 및 샘
플 채취를 위해 해외 제조공장을 방문하고, 이때 채취한 샘플을 BIS 지정 연구소에 보내 인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절차는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증 시행 공고 발표 시 빨리
인증 취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BIS 공식 웹사이트에 인증 시행 공고가 주기적으로 게시되고 있는데, 인증 시행이 연기된 경우에는 기존
시행 예정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존 발표된 시행 예정
일이 경과했음에도 동 시행일을 변경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은 웹사이트 수시 확인을 통해 신규
로 인증 대상 물품을 추가하여 시행할 경우, 시행일이 연기되는 경우 등 관련 사항을 기업 내 공유하고. 인증
및 수출 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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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산무수물의 Scheme I 인증 시행 연장 공고>

자료: Bureau of Indian Standard 웹사이트 (https://www.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BIS 인증 시행 연장 및 통관 시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BIS에 요청하는 것보다 화학부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철강부(Ministry of Steel) 등 실제 물품을 주관하는 부처의 BIS
담당자를 확인하여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증 대상 물품의 규격을 정하고, 시행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
로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제품의 Quality Control Order를 공표한 부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에서 해
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지 기업이나 인도 내 관련 제조기업협회 및 단체를 통해 해당 물품의
수입이 인도 내 제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주관 부처와 BIS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행 연장을 요청하는
등 기업들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
[참고] BIS 인증제도 개요
BIS는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을 의미하며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국가 품질관리기관이다. BIS는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에 따라 인
도에서 판매 및 수입되는 상품의 표준화, 표시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BIS는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도 내 5개의 지역 사무소가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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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체에 대한 BIS 인증제도는 크게 Scheme I과 Scheme II로 구분된다. Scheme I은 FMCD
(Foreign Manufacture’s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Scheme II는 Registration Department에
서 관리하고 있다. 두 개 부서는 모두 BIS 델리 본사에 소속되어 있다. (주소: Manak Bhawan, 9, Bahadur
Shah Zafar Marg, New Delhi-110002)
Scheme I은 인도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ISI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해외제조
자를 위한 인증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있다. 인증 대상물품은 인도정부의 각 담당부처에서 지정하고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FMCD(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FMCD는 약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마다 관리하는 제품군이 다르게 배정되어있다. 담당자가 인증신청서류를
제출 받으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서류 검토를 담당한다.
Scheme II 인증 대상은 인도 전자정보부(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와 신재
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l Energy)에서 지정하고, BIS의 Registration Department에
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도의 전자정보부(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는
2012년 10월 3일부터 Scheme II 인증 대상 제품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l Energy)는 2017년 9월 5일 태양광 관련 6개 제품을 Scheme II 인증 대상 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2022년 인도 화학 · 비료부(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에서 비료로 사용되는
비료 등에 사용되는 오르토인산(Ortho Phosphoric Acid)과 폴리인산(Polyphosphoric Acid), 반도체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트라이메틸포스파이트(Trimethyl Phosphite)를 Scheme II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나. 인도 지정실험실에 샘플 발송 시 주의사항
① 주요 내용
BIS 인증 또는 인도 수입자와의 거래를 위한 샘플을 수출할 때에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특송을 통
해 발송하게 된다.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할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KYC(Know Your Consignment)라
는 서류를 인도 세관에 제출하여 인도 내 수하인(Consignee)의 주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입
자코드(Importer Exporter Code), 은행계좌, 전기요금 고지서 등 해당 주소의 증명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서 주소의 불일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통관 진행이 지연되며 수하인의 동의 없이
는 반송 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며 그에 따른 체화료(Demurrage Charge)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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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례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BIS 인증을 받기 위해 특송업체를 통해 인도로 샘플을 발송한 한국의 H사는 수하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인도 특송업체로부터 받았다. H사는 뉴델
리 CEPA 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인도 세관에 단순한 착오임을 해명하고, 주소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통
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인도 세관에 수차례 이러한 상황을 설명 후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수하
인 주소 정정 시 여러 담당자를 거쳐야 하는 인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샘플 도착 후 통관 완료까지 3개
월 정도 소요되었다.
③ 시사점
BIS 인증 대상품목 중 디지털카메라, LED 모듈 등 전자기기는 CRS 의무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의 대상으로 해외제조공장의 방문 절차 없이 BIS 지정연구소로 샘플을 송부하고, 실
험결과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표준 적합성을 증명하도록 한다.

<BIS 온라인 계정 생성 화면>

자료: Bureau of Indian Standards (crsbis.in/BIS/publicdashAction.do?hmode=getnewLogin)

해당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BIS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후, BIS 지정연구소로 송부해야하는 샘
플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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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지정연구소 리스트 확인 화면>

자료: Bureau of Indian Standards (crsbis.in/BIS/bis_lab.do)

BIS 지정연구소의 주소와 비용은 획득해야 하는 규격에 따라 BI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때 해당
샘플이 문제 없이 통관되고, 정확한 주소로 송부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BIS 인증을 위해 샘플을 인도에 발송할 경우, 글로벌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추후 통관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대비 면에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품의 인보이스와 운송장을 작성할 때 수하인 주소 및 가
격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보이스에는 ‘This sample is not used for commercial purpose and
it will be only used for testing to get a BIS registration’ 문구를 기재하고, 적용되는 Incoterms 규칙은
DDP(관세지급인도조건)로 진행해야 하며, 인보이스의 물품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품
의 저가 신고로 의심받을 경우에도 인도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시장판매가격의 50~60% 정
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송업체와 사전에 확인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화장품 인증 완료 후 까다로운 라벨링 부착 규정
① 주요 내용
인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DSCO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CDSCO 등록 여부 및 라벨 부착 상태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제품은 통관이 제한된다. 따라서, 인도로 화
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CDSCO 등록 및 라벨링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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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례
I사는 인도에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를 기회로 삼아 인도에
서 한국산 헤어제품의 판매를 기획하였다. 최초 선적 건에 대해 수입 통관을 진행하던 중, I사는 인도 세관
으로부터 CDSCO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 불가 통지를 받았다. 해당 화물을 세관에 유치한 후
CDSCO 인증 취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화물은 다시 한국으로 반송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I사는 관련 규정
에 따라 화물을 세관에 유치하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샘플 시험 및 라벨링 작업을 마친 후 CDSCO 인증을
받고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하여 화장품의 수입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인
도에서는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이하 “CDSCO”)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DSCO에서 정하는 성분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도에서는 화장품(Cosmetic)을 ‘청결, 미용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는 등의 방식
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불리는 스킨, 로
션, 립스틱 등의 제품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 샴푸, 헤어트리트먼트, 면도용 크림과 같은 제품도 CDSCO 인
증을 받아야 한다.
CDSCO 화장품 등록은 ①제조자, ②제조자가 지정한 인도 내 대리인이나 수입자, ③제조자가 지정한 인도
내 자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제품 카테고리당 1,000 USD, 제조공장당 500 USD, 제품모델
당 50 USD이다. 서류 준비부터 최종 등록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선적 전에 미리 CDSCO 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 CDSCO 인증제도 개요
인도의 중앙 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는 보건복지가
족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관련된 표
준을 정하고, 수입 및 생산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허가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인도에 의약품, 의료
기기 및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해당 물품을 CDSCO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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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CO는 뉴델리 본부를 중심으로 인도 내 13개 지역에 분점을 두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등 15개 주
요 공항 및 항구에 CDSCO 담당자(Assistant Drugs Controller)가 상주하면서 화장품의 수입통관을 관리
하고 있다.
인도 내 화장품의 수입은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및 2020년 화
장품 규정(Cosmetics Rules, 2020)에 근거하여 CDSCO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도에 수출 전 해당제품의 포장·라벨·성분·제조시설 등의 정보와 함께 신
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을 위한 제품 등록이 필요하다.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 전에 CDSCO의 웹사이트인 SUGAM 포탈(www.cdscoonline.gov.in)에서 인증
신청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완료 후 신청 서류의 원본을 CDSCO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통지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의 제조자, 제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대리인 및 인도 수입자는 CDSCO
인증신청서(COS-1)와 함께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SUGAM 포탈에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하며, 신청 서류를 뉴델리의 CDSCO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DSCO 신청 수수료>
분류

일반 수입

성분검사를
위한 수입

항목

수수료

카테고리 별 신청수수료

USD 1,000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추가수수료

USD 50

제조자 별 수수료

USD 500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USD 200

신청수수료

USD 1,000

검사수수료

USD 500

지체 시 수수료(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USD 1,000
자료원: Cosmetics Rules 2020

인증심사를 거쳐 COS-2(Import Registration Certificate)가 발급되면 수입을 위해 필요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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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만 인증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유와 함께 통지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통지일로부터 45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CDSCO 인증 획득 절차는 인도 수출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등록번호 외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사 주소, 무게, 성
분 및 성분함량, 사용법 등에 대해서 CDSCO 규정에 맞게 표시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 신청 당시의 제조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80일 이내 CDSCO 재신청을 하여야 하 고, 수입자
, 제조자 등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CDSCO에 제
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입 전 등록 및 허가제도
가. 철강제품 수입 전 모니터링 시스템 상 화물정보 등록 의무
① 주요 내용
인도는 철강,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수입 할
때는 화물 도착 전에 미리 화물정보를 각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화물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 은 경
우, 인도에서 수입 통관이 불가하며 과태료 및 수출입코드(IEC)의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례
J사는 자사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철제 기구(HS Code: 73XX)를 주문하였다. 첸나이항 도
착을 며칠 앞두고, J사는 철강 제품을 인도에 수입 시 화물 도착 15일전까지 그 화물정보를 철강 수입 모니 터링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 이하 “SIMS”)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 나, 이미
등록기한이 경과한 후였다. J사는 SIMS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과 이후 조치사항에 관하여 첸나이 CEPA 활용
지원센터에 문의하였다.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는 SIMS 주관부서인 대외무역총국(DGFT)에 SIMS 미등록 시 불이익과 함께 사
후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대외무역총국에서 관련 규정상 등록 기한은 수입 화물 도착 전 15일이지 만,
실무적으로 해당 기한 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도착 전 15일 이후에도 SIMS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
변을 받았다. 첸나이 CEPA활용지원센터는 동 답변 내용과 SIMS 등록 방법을 해당 기업에게 전달하였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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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통관 전 SIMS 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여 별도의 과태료 및 체화료(Demurrage Charge)의
부담없이 화물을 반출할 수 있었다.
③ 시사점
철강,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 등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5개 품목을 수입하
는 경우, 수입자는 화물 정보를 화물 도착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자동으로 발급되는 등록번호와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 과태료 부과 또는 수출입자코드(Importer Exporter Code)의 정지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단, 항공운송으로 수입
되는 철강제품은 SIMS에서 면제된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수입자가 선적 건마다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자체
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인도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 통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 등 산업 정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인도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최근 수입 현황과 그에 따
른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해당 조사는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데, 수
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적용
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
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수입 통관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
약 대상품목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시스템
현황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를 시행 대상으로 지정하
였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종이에 대해서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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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종류

대상

HS Code

시행일

웹사이트

철강
수입모니터링제도
(SIMS)

철강제품

72류
73류
86류

‘19.11.21.

http://dgftebrc.nic.in:8090/SIMA/

석탄
수입모니터링제도
(CIMS)

석탄

2701

‘21.04.01.

https://imports.gov.in/CIMS/public/
home

비철금속
수입모니터링제도
(NFMIMS)

구리, 알루미늄

74류
76류

‘21.04.12.

https://imports.gov.in/MIMSC/public/
homemines
https://imports.gov.in/MIMSA/public/
homemines

집적회로(반도체)
수입모니터링제도
(CHIMS)

반도체
집적회로

8542

‘21.10.01.

https://imports.gov.in/MEITY/public/
home

종이
수입모니터링제도
(PIMS)

종이

48류

’22.10.01

https://imports.gov.in/IMS/index
자료: https://imports.gov.in/IMS/index

대상 품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인도에서 통용되는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고시된다. 현재 철강 제품 530개 품목, 석
탄 5개 품목, 구리 제품 45개 품목, 알루미늄 제품 43개 품목, 반도체 5개 품목, 종이 201개 품목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품목들이다. 대상 품목(HS Code)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스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법
수입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물품의 수입자는 화물 도착 전에 미리 화물 정보를 시스템에 등
록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모니터링 제도는 명칭만 서로 다를 뿐 등록 방법과 절차는 유사하다. 등록은 각 수
입 모니터링 시스템 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코드(IEC)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양식의 수출
자, 제조자, 최종사용자, 규격, 수입 사유 등을 기재해 등록하면 등록고유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수입자는 등
록번호와 만료일자를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자부호(IEC)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는 품목별로 유관기관이 취합해 주
기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통계자료가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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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모니터링 제도 별 등록 방법>
종류

등록기간

유효기간

등록수수료

철강 수입모니터링제도
(S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1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500루피 / 최대 10만루피)

석탄 수입모니터링제도
(C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1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90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500루피 / 최대 10만루피)

비철금속 수입모니터링제도
(NFM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500루피

집적회로(반도체)
수입모니터링제도(CH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일 까지

등록일부터 75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100루피 / 최대 500루피)

종이 수입모니터링제도
(PIMS)

도착75일 전부터
도착 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500루피

자료: https://imports.gov.in/IMS/index

나.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의 수입 전 허가제도
① 주요 내용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22년 개정된 HS 코드를 기준으로 수입제한물품을 고시하면서 평판디스
플레이 모듈(8524호)과 카메라 모듈(8525호 중 일부)에 대해서 정부 사전허가를 요하는 수입제한물품으로
지정하였다. 수입제한은 수입 건 별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물량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물량을 줄
이는 조치이다. 해당 조치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완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인도 수출 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인도는 2020년에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등을 수입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② 사례
2022년 2월 9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새로운 수입제한물품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수입제한물품을 신규 지정할 경우, 물품별 고시 및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이유와 지정 물품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2022년 개정된 HS 코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공지하면서 제한
물품을 확대하였고 관련 기사도 확인이 어려운 바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여 인도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입제한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와 관련하여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에 문의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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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9일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대외무역총국(DGFT)의 고시를 통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과 카메라 모듈을 수입제한 물품으로 새
롭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DGFT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제한물품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물품의
수입 관련 정보를 제출 후 사전 허가를 받은 수입항을 통해 정해진 물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약
2-3달 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에게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인도 정부는 인도 핸드폰 및 전자기기 협회(ICEA)와 핸드폰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의 요청으로 2022년
2월 24일, 수입제한물품에서 카메라 모듈과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외하였고,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
는 해당 내용을 관련 기업에 안내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카메라 모듈 예시>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예시>

자료: 한국 카메라모듈 제조기업 홈페이지

자료: 한국 기획재정부

대외무역총국(DGFT)은 카메라 모듈과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입제한에 대해서 철회한 후, 2022년 3월과 4
월에 각각 고시를 발표하여 HS코드 7112호에 포함되는 귀금속을 포함하는 회(Ash), 2903호와 3827호에
포함되는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에 사용되는 가스를 수입제한품목으로 추가하였다.
③ 시사점
인도의 대외무역규정에 근거하면 인도 수출입자코드(IEC)와 인도 은행 계좌를 보유한 업체가 인도에 수입
전 물품의 세부 정보와 수입 목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수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목적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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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수입허가 신청방법
<1> 대외무역총국 홈페이지 계정 로그인
• 수출입자코드(IEC)와 인도 은행 계좌를 보유한 수입업자여야 하며, 사용자 정보와 IEC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야 함
<사용자 등록화면>

• 비밀번호 생성(Send OTP) 클릭 후 사용자가 등록한 이메일과 인도 전화번호를 통해 수신된 임시비밀번
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등록(Register) 클릭
<임시비밀번호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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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허가 시스템 내 신규 허가 신청 클릭
• 상단 서비스(Service)메뉴에서 수입관리시스템(Import Management System)메뉴 선택
<수입관리시스템(Import Management System) 선택 화면>

• 화면에서 신규 수입허가 신청(Apply for New Authorization) 메뉴를 선택하거나 https://www.dgft.
gov.in/CP/index.jsp?opt=import-management-system(신규 수입허가 신청 링크)접속 후 기존 사
용자계정으로 로그인
<신규 수입허가 신청(Apply for New Authorization)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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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필수 정보 입력, 관련 서류 첨부 및 약관 동의
• 물품 유형 및 물품의 세부 정보(원산지, CIF 기준 수입가격, 물품 규격 등), 물품의 예정 수입항 및 실사용
자 정보 입력
<세부정보 입력화면>

• 제출 정보와 수입허가 신청에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 단계 이동
<약관동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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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제출
• 수수료는 Rs. 500 (약 7 USD)이며, 신청서 제출 후 문자와 이메일로 신청번호 수신
<신청수수료 납부 화면>

<5> 이후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수입허가 진행현황 확인 가능
<진행현황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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