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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무역법 상 ‘무역’ 의 정의

•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Ⅰ. 무역의 정의

1. 무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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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이란?

•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등을 매매하는 일’ 을 의미하며,

•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써 물품, 용역, 서비스등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에서는 ‘무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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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무역’의 정의]

대외무역법 제2조
‘무역’의 정의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상기 2가지의 집합체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물품’에서 제외되는 목록]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가. 지급수단
나. 증권
다. 채권을 화체한 서류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음3가지를 제외한
동산(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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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과 ‘수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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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역’은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의미하므로, 무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다만, 수출과 수입의 정의에 대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대외무역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호 ‘수출’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2호 ‘수출’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수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4호 ‘수입’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1호 ‘수입’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 수출과 수입의 정의는 [수출입통관 및 관세관련 국내법의 이해] 편에서 정확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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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4호 ‘수입’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1호 ‘수입’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Ⅰ. 무역의 정의

2. ‘수출’과 ‘수입’의 정의 - 수입 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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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과 ‘수입’의 정의 – 수출의 정의

수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호 ‘수출’의 정의

[관세법 제2조(정의)

2호 ‘수출’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대외무역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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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무역법 上 무역거래 유형(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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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정의

• 일반적인 수출과 수입의 거래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출과 수입

-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 대금 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 할 수

있다.

(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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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4호~제14호

& 제21조(특정 거래
형태의 범위)

4. 위탁판매수출
5. 수탁판매수입
6. 위탁가공무역
7. 수탁가공무역
8. 임대수출
9. 임차수입
10. 연계무역
11. 중계무역
12. 외국인수수입
13. 외국인도수출
14. 무환수출입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거래

(3)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종류(범위)



II.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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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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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역거래 유형(특정 거래 형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음. 

수출 수입 무역

수탁판매수입위탁판매수출

수출/수입 무역

임차수입임대수출

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무환 수출입

수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

연계무역

중계무역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수입 및 무역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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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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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판매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위탁판매수출” 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수입자(수탁자)수출자(위탁자)

KOREA

THAILAND

구매자

① 무환 수출(위탁판매수출)

물품가격: USD500.00

(판매수수료 10% 조건)

② 유상판매(위탁판매)

물품가격: USD600.00

③ 대금송금(판매수수료 제외)

-판매수수료 10%(USD600.00 X 10% = USD60.00)

-송금액: USD600.00 – USD60.00 = USD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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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수출자) 수탁자(수입자)

단점

장점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비용과 계산은
위탁자에게 있음(소유권=위탁자)

•물품이 팔린 경우에 한해 대금결제가 되므로
위탁자는 자금상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음.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활용하기 좋은 수출거래형태임.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게 되며, 자금부담과 위험이
없음. 

•판매되지 않고 남은 물량은
위탁자에게 송부 가능

※ 위탁판매수출시 수출거래구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4호에 따라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시에는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⑩번 거래구분)’에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로 기재!

‘결제방법’은 ‘GO’, 결제금액은 상업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을 기재 및 신고!

▶ tip

장점

(1) 위탁판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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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판매수출 – 반품처리 (재수입면세)

※ 미판매된 물품의 처리(반품)

- 해외 수탁자가 해외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한 물품(잔량)은 다시 위탁자에게 보낼수 있음. 

(관세 면제등: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사용 가능]

▶ tip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2021-12-21]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99%C1%B6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C%F6%C3%E2%BF%EB%BF%F8%C0%E7%B7%E1%BF%A1%B4%EB%C7%D1%B0%FC%BC%BC%B5%EE%C8%AF%B1%DE%BF%A1%B0%FC%C7%D1%C6%AF%B7%CA%B9%FD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C%F6%C3%E2%BF%EB%BF%F8%C0%E7%B7%E1%BF%A1%B4%EB%C7%D1%B0%FC%BC%BC%B5%EE%C8%AF%B1%DE%BF%A1%B0%FC%C7%D1%C6%AF%B7%CA%B9%FD


목 차II.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유형

17

(1) 위탁판매수출 과 유사한 거래형태(보세창고도 거래(BWT))

• 보세창고도 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란, 수출자의 책임하에 수입국

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 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함.

• BWT 거래와 위탁판매수출과의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사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에 대한 반입, 거래선 발굴 및 매매계약의 체결까지

모든 과정이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된다는 점이다.

수출자

KOREA

THAILAND

구매자
보세창고

① 물품반입

② 물품 매매계약 체결

③ 수입통관 및 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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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판매수출 과 유사한 거래형태(보세창고도 거래(BWT))

• (※참조) 보세창고

•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

• 국내에 도착했으나 아직 수입절차를 마치기 전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은 내국물품(국내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물품을 보세상태로 보관·장치함으로서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중계무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보세구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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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판매수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수탁판매수입” 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수출자(위탁자)

KOREA THAILAND

수입자(수탁자)구매자

② 유상판매(수탁판매)

물품가격: USD600.00

① 무환 수출(위탁판매수출)

물품가격: USD500.00

(판매수수료 10% 조건)

③ 대금송금(판매수수료 제외)

-판매수수료 10%(USD600.00 X 10% = USD60.00)

-송금액: USD600.00 – USD60.00 = USD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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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판매수입시 수입거래구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5호에 따라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 상의

‘거래구분(17번 거래구분)’에 [51: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으로 기재!

▶ tip

수탁자(수입자) 위탁자(수출자)

단점

장점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비용과 계산은
위탁자에게 있음(소유권=위탁자)

•물품이 팔린 경우에 한해 대금결제가 되므로
위탁자는 자금상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음.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활용하기 좋은 수출거래형태임.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게 되며, 자금부담과 위험이
없음. 

•판매되지 않고 남은 물량은
위탁자에게 송부 가능

장점

※ 미판매분 수출시 수출거래구분: [수출거래구분: 94로기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 면제 제2항 바호: 수탁판매수입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tip

(2) 수탁판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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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KOREA

임대인(수출자)

THAILAND

임차인(수입자)

① 기계설비 수출

② 기계설비 사용

③ 계약기간 종료후 수출
또는

소유권 이전(임대인→ 임차인)

※ 수출거래구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8호에 따라 임대수출을 위한 물품의 수출시에는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을

→소유권 이전조건의 경우 33번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소유권 불이전 조건의 경우 39번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으로 구분한다.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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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수출 – 임대수출물품의 재수입 (관세면제)

※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신고 시의 과세여부

- 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감면 및 부가세 면세

(관세 면제등: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사용 가능]

▶ tip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2021-12-21]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세되는 재수입 물품 등)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99%C1%B6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9%FD%C0%CE%BC%BC%B9%FD%BD%C3%C7%E0%B1%D4%C4%A2&strjo=%C1%A615%C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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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장비 등을 수출한 후 기간 만료 후, 재수입하거나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도 임대차수출계약에 의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됩니다.

설명:  ‘임대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위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임대수출의 물품등이 반드시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용가치가 없어 현지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여 자금의 해외도피 목적이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2012.06월)

(3) 임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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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임차수입"이란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임차인(수입자)

② 기계설비 사용

THAILAND

임대인(수출자)

① 기계설비 수출

③ 계약기간 종료후 수출

또는

소유권 이전(임대인→ 임차인)

KOREA

(4) 임차수입

※ 임차수입 수입시 수입거래구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9호에 따라 임차수입을 위한 물품의 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 상의 거래구분을

→소유권 이전조건의 경우 53번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소유권이전 조건부수입)

→소유권 불이전 조건의 경우 54번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소유권불이전 조건부수입)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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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수입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것 →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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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수입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외에서 임차형태로 물품을 수입해올 예정인데 임차형식으로 수입해오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임차형식으로 수입해오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입통관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등에 따른 감면 및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따른 관세율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사용 후 재수출할

우에는 관세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 감면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는(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관세청 상담사례 (2020/11/03)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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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수입 – 재수출 감면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22.>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97%C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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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주로 산업설비의 수출이나 해외건설이나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발전,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 

형태로 구입 및 사용 한 후 → 국내로 다시 반입하지 않고 매각할 때 사용되는 거래조건임.

▶ tip

주로 산업설비의 수출이나 해외건설이나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발전, 기자재 등을 외국의 장소로

직접 수입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거래 조건임.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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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A라는 업체로 부터 발주를 받아, 저희 회사에서 다시 해외 공급업체 B로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금 결제는 국내 A업체로 부터 받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해외 공급업체B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A업체의 요청으로, 물건이 해외 업체 B에서 A업체의 해외 거래업체인 C로 직접 선적되게 되어,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본 건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요? 

A: 국내 A업체가 해외 C업체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해외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민원인 회사가 해외B업체에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2012.06월)

(5)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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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 서면질의 회신(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 2006.10.25)

(5)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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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가공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외국)임가공 업자

KOREA

가공 위탁자
(외국)수입자

② 가공계약

③ 원부자재 수출

⑦ 가공임 지급
④ 임가공 완료

① 물품매매계약(수출계약)

⑤ 가공품 수출(인도)

⑥ 물품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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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의 특징

※ 위탁가공무역 을 위한 원자재 수출시 수출거래구분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 수출시에는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⑩번 거래구분)’에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 기재!

▶ tip

가공물품 재수입시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합니다(생산지원비용). 즉, 수입물품(완제품)의 신고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부자재, 해외에서 구입한 원단비용, 용역비용, 국내까지 발생한 운임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위탁가공후 수입하는 경우 수입거래구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국외에서 가공된 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거래구분’에 [29: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 으로 기재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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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가공무역

Q: 당사 (A)는 의류를 중국계약공장(D)에서 임가공후 한국 내수 브랜드(B)에게 납품하는 임가공 무역업체입니다. B가 중국내

원단업체(C)에 원단을 구매한뒤 중국 보세물류원구로 입고시키고 A의 중국 의류생산공장 D가 원단을 찾은 뒤, 나머지 모든 부자재는

한국에서 A가 D에게 수출하여 D가 봉제한 뒤 A에게 한국으로 임가공 수출한 뒤 A는 B에게 이 제품을 납품하려합니다.

1. 위의 경우 A가 한국에서 발송하는 부자재들을 임가공 수출의 형태로 내보낼수 있을까요? 2. 한국 세관을 통해선 나가는 원단이 없는데

보세물류원구에서 원단을 찾아 쓴경우에도 임가공 수출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보세물류원구에서 원단을 찾을시 당사 A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공장 D의 이름으로 출고를 하여도 추후 임가공 수입에 문제가 없을까요?

4. 서류제출시 위의 사항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나 인보이스상 표기가 필요할까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례(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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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가공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領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 수탁가공무역을 위한 수출거래구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탁가공무역을 위하여 수탁받아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⑩번 거래구분)’에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로 기재!

※ 수탁가공무역을 위한 수입거래구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거래구분:

→국내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21로 기재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22로 기재

→위탁가공(국외가공) 후 수입: 29로기재

▶ tip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4%EB%BF%DC%B9%AB%BF%AA%B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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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사례(조세일보: 2019/05/31)

출처: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7768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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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탁가공무역

※ 생산지원비 (관세법 제30조]

- 생산지원비의 경우 구매자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정가산요소) 

▶ tip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2021-12-21]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
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99%C1%B6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31%C1%B6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35%C1%B6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BD%C3%C7%E0%B7%C9&strJo=%C1%A618%C1%B6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30%C1%B6


목 차II.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유형

39

(8) 연계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연계무역” 이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물물교환
(Barter Trade)

제품환매
(Buy Back)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연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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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계무역 - ① 물물교환(Barter Trade)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연계무역의 종류인 ‘물물교환(Barter Trade)’은 통화결제 즉 대금결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을 1:1로 교환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 물물교환이란? 돈이나 신용 카드와 같은 화폐 수단 을 사용하지 않고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 본질적으로 물물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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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계무역 - ② 구상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연계무역의 종류인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은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零)으로

만들어 결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이다.

•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 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率)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하고,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통상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수출, 수입 거래를 작성함

Ⓑ 환거래가 발생하며 서로간에 합의한 통화로 대금을 결제함

Ⓒ 일반적으로 특수신용장을 사용함(Back to Back L/C, Escrow L/C, Thomas L/C 등)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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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계무역 - ③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연계무역의 종류인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을 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날 동서무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무역거래 방식으로, 특히 무기류 등 방위산업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사용된다. 물품 이외에도 운송·건설·시장조사와 같은 서비스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두 당사자가서로에게상품을구매하고판매하는 데 동의하지만별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특정 유형의역거래입니다 . 국제 무역 거래는 무역 회사의 중재를 통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카운터 구매를 사용합니다.

Ⓐ 수출과 수입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 작성

Ⓑ 형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개의 별도 무역거래 형태임

Ⓒ 환거래가 발생되며 서로간에 합의한 통화로 대금결제

▶ 특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932&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8264&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5883&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351&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522&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8268&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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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계무역 - ④ 제품환매(Buy Back)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연계무역의 종류인 ‘제품환매(Buy Back)’ 이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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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계무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중계무역” 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사진출처: 관세청

※ Switch B/L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B/L 로서 중개인이 수출자와

수입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처음 발행된 B/L을

발행자에게 제시, 반납하고→ Shipper 를 중개자로, 최종

수입자를 consignee로 교체하여 발급받은

선하증권(B/L)을 의미함. 

※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금액( FOB)수취액 – 수입금액(CIF) 지급액= 

수출실적 인정금액(가득액)

▶ tip

https://www.clhs.co.kr/law.asp?strlaw=%B0%FC%BC%BC%B9%FD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0%FC%BC%BC%B9%FD&strjo=%C1%A6154%C1%B6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4%EB%BF%DC%B9%AB%BF%AA%B9%FD&strjo=%C1%A6156%C1%B6
https://www.clhs.co.kr/law.asp?strlaw=%C0%DA%C0%AF%B9%AB%BF%AA%C1%F6%BF%AA%C0%C7%C1%F6%C1%A4%B5%EE%BF%A1%B0%FC%C7%D1%B9%FD%B7%FC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C0%DA%C0%AF%B9%AB%BF%AA%C1%F6%BF%AA%C0%C7%C1%F6%C1%A4%B5%EE%BF%A1%B0%FC%C7%D1%B9%FD%B7%FC&strjo=%C1%A64%C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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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송하인 명을 기입해

재발행하는 B/L로 수입자에게

원수출자 명을 공개하지 않길 원할 때

사용합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intermediary trade)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SWITCH B/L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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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18.>

-중략 -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수출실적

46

https://www.clhs.co.kr/lawlink.asp?strlaw=%B4%EB%BF%DC%B9%AB%BF%AA%B0%FC%B8%AE%B1%D4%C1%A4&strjo=%C1%A625%C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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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계무역(중개무역과 비교)

사진출처: 관세청 사진출처: 관세청

[중계무역] [중개무역]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물품의 인도방법이 중간상이 소재하는 국가를 ‘경유’ 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중간상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됨. 

→중계무역: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함

→중개무역: 중간상인은 최종 수입자나 최초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를 알선함.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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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계무역

수탁가공무역 사례(조세일보: 2019/05/31)

출처: 한국세정신문 (2017/06/12)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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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환수출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上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 화물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즉, 외국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물의 이동만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환수출입’ 거래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클레임에 따른 대체화물의 수출,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시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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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의 유형

수출신고서 모델,규격 특이사항 기재요령(관세청 지침, 07.3.2)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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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무역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조건으로는 계약상품의 품질(quality), 수량(quantity), 
가격(price), 포장(packing), 선적(shipment), 보험(insurance), 결제(payment)조건 , 
권리침해(Infringement), 클레임 및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등을 포함하고 있다.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클레임
및 중재조항 권리침해 결제조건 보험조건

선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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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계약서 작성

• 국제적으로 성립되는 무역은 주로 물품 매매계약 이 중심이 되며, 이러한 물품의 매매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물품의 인수 및 그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물품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of goods)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 물품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등의 내용을 무역계약의 기본조건등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차후에 있을 클레임 등에 대비할 수 있다.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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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

• 무역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조건 중 하나인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 은,  물품가격에
대한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무역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대금결제 조건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2) 대금 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방식

• 물품 대금 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방식은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출입 방식이 있다.  

1

3

5

4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포페이팅 방식에 의한 수출입

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출입2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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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형태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전신환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 전신에 의한 송금방법
T/T라고도 부르며,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써, 은행을 통해 전송된다.

▶ tip

호기심
자극

흥미 유지
서류상환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방식이

라고 하며,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수출 선적서류를 제시

하면 서류와 대금을 상

환하여 결제하는 방식

의 거래임.

환경
변화

이슈
도출

현물상환방식

COD(Cash on Delivery)

방식이라고 하며, 고가품

등의 물품 및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요되는 방식임.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

금하는 방식의 거래임

흥미 유지
사후송금방식

물품의 선적 후(後)에

수출대금을 수령받는

(송금) 방식

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

를 수입자에게 송부하

면 수입상이 수출상에

게 대금결제하는 방식

이슈
도출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 전액을 물품

선적 전(前)에 미리 송

금받는 (수령) 방식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선적하므로, 수

출자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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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① 사전송금방식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흥미 유지

수출자
거래은행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⑤ 물품 선적 및 선적서류 전달

② 물품대금
지급 요청
(송금의뢰)

③ 전신환 송금(T/T)

④ 대금도착
통지

(수출대금 수취)

⑥ 화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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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② 사후송금방식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흥미 유지

수출자
거래은행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② 물품 선적 및 선적서류 전달

④ 물품대금
지급 요청
(송금의뢰)

⑤ 전신환 송금(T/T)

⑥ 대금도착
통지

(수출대금 수취)

③ 화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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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③ 현물상환방식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수출자의
해외지사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② 물품 선적

④ 물품 확인
(수입자, 해외지사)

⑤ 대금지급 ⑤ 물품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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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④ 서류상환방식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흥미 유지

수입자의
해외지사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③ 물품 선적

⑤ 대금지급

② 물품 확인
(수출자, 해외지사)

④ 서류제시
⑥ 서류인도

⑧ 화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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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 신용장이란(L/C: Letter of Credit) ?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 이다.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1. 문서로서 증빙해야 함.

- 신용장거래는 은행을 통해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며, 거래대상 물품(상품)에 대한 증빙도 무조건

문서들로써 요구해야 함. 

- 품질등에 관한 문제는 수출자와 수입자 양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임.

2. 신용장 거래의 한계

- 신용장거래를 통해 물품의 품질까지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수출자가 아무리 제대로 된 품질의 물품을

수출하였다 할 지라도, 서류상의 하자가 생길 경우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tip



목 차

61

(2)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통지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⑤ 물품 선적

② L/C개설신청
⑩ 환어음대금지급
/ 선적서류 인수

④ L/C
도착통지

⑦ 환어음
매입

③ L/C 개설/송부
⑪ 환어음 대금 상환

⑥ 환어음, 
선적서류 첨부

매입신청

⑫ 매입대금
정산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LETTER OF CREDIT(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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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출처: 연합뉴스 입력2015.12.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059441)



64출처:연합뉴스 입력2012.10.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891936)



65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출처: 로이슈 2015.7.2.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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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 추심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화환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을
통해 ‘추심’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 추심이란?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 tip

호기심
자극

환경
변화

흥미 유지
인수인도조건(D/A)

D/P: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조건은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

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

류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슈
도출

지급인도조건(D/P)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

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

는 방법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5461&ref=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502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5452&ref=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84160&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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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① D/P 조건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흥미 유지

수출자
거래은행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② 물품 선적

③ 추심의뢰
요구

⑤ 서류 도착
통지

⑦ 서류인도

④ 추심의뢰

⑥ 대금지급

⑧ 화물인수

⑨ 대금송금

⑩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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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입 - ② D/A 조건

3.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수출입

III.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입

흥미 유지

수출자
거래은행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수입자
① 무역계약 체결

② 물품 선적

③ 추심의뢰
요구

⑤ 서류 도착
통지

⑦ 서류인도

④ 추심의뢰

⑥ 채무인수
⑪ 만기일에
대금결제

⑧ 화물인수

⑨ 인수통지
⑫ 송금

⑩ 인수통지
⑬ 대금지급



BILL OF EXCHANGE(화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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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507.html_)
류영규 KOTRA 카사블랑카무역관 관장 ykryu@kotra.or.kr 7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507.html_
mailto:ykryu@kotra.or.kr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목 차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72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

• 남북교역은 민족간 거래로써 ‘수출’과 ‘수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반출’과 ‘반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을
말함. 

•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됩니다. 

•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 단순한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일반교역과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나뉩니다.

반입반출



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web/comn/main/main.do

남북교류협력시스템

73



목 차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74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 - 일반교역

출처: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web/comn/main/main.do)

일반교역 절차 시스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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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75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 - 위탁가공교역

출처: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web/comn/main/main.do)

위탁가공교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위탁가공교역의 특징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북한 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 부담 없이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

-북한의 낙후된 경공업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간 임금수준 차이나 상이한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 보안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남북교역물품의 반출과 반입 - 위탁가공교역

76



통일부 – 보도자료 (2010.05.24) “5.24조치”

77



목 차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2. 병행수입

78

(1) 병행수입이란? 

•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 병행수입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가격은 저렴한 반면 AS가 불편하고, 해당 물품이 진정상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 병행수입 가능물품 조회: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함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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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 병행수입 상표권 정보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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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 병행수입 상표권 정보조회 화면



목 차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81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병행수입

관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정보는 특허청 등록 상표권의 일부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정보검색 시스템 또는 특허청(1544-8080)으로 전화 후 확인 필요



출처: YTN (경제서울세관,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 수입 업자 검거...FTA 악용
2022년 05월 04일 13시 46분) https://www.ytn.co.kr/_ln/0102_202205041346386842

82

A 씨는 이탈리아 도매상에게서 명품 가방과 의류 500억 원어치를 사고 수입
신고를 할 땐 인증 수출자에게서 산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Wednesday, May 11, 2022 | 정효신 기자, hyo@fashionbiz.co.kr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92183 83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3. 플랜트 수출

84

(1) 플랜트 수출의 정의

• 플랜트란,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복합화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또는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의마한다. 

• 발전소, 화학공장, 제철공장등을 수출하는 경우를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며 턴키(turn-key)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트에 대한 엔지니어링, 단위기계 장치에 대한 구매공급, 구조물 건설, 
시험운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장건설 업무를 전체 수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29085?sid=101

GS건설, 미국에 '그린수소 플랜트 모듈’ 수출(2022.01.24)

GS건설은 24일 SG H2 Lancaster LLC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건설 예정인 신재생 그린수소 플랜트에
핵심이 되는 모듈 설계 및 제작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 중에
수소 플랜트를 모듈로 만들어 수출한 것은 GS건설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 주요 내용은 미국 소재 에너지
회사인 SG H2 Energy가 미국 캘리포니아
랭케스터(Lancaster)시에 신재생 그린수소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4만 t의 폐기물 종이를
원료로 하루 11t(중형 수소차 약 1700대 충전량)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SG H2 Lancaster LLC사는 SG H2 Energy가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주간사이며, GS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EPC 단계에 핵심인 수소 플랜트 모듈을 제공하며 참여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신재생 그린수소 플랜트를 모듈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랜트 모듈화 작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3. 플랜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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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3. 플랜트 수출

(2) 플랜트 수출 참조 – 보세건설장

• 보세건설장 : 특수보세구역 중 하나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 등을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

•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된 장소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

반입신고
사용전

수입신고
건설

건설공사
완료보고

수입신고 수리, 
가동

[보세건설장 업무흐름]

과세물건, 환율 기준 법령적용시점 수리전가동금지
(부과고지)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4. KNOCK DOWN (녹다운 방식)

87

(1) Knock Down 정의

• Knock Down 방식이란, 물품을 수출 시 완성품이 아닌 분해한 상태로 수출하며, 수입 통관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현지의 인력으로 제품의 조립 과정 등을 수행하므로 비용절감 및 현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

(1) Knock Down 방식

• ①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한 부품상태, 개별부품 상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 ② SKD(Semi Knock Down) : 반제품 정도로 분해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 ③ DKD(Disassembled Knock Down) : 현지에서 간단한 조립만 하면 가능한 상태로 수출

[제품의 분해정도]

① CKD ＞ ② SKD ＞③ DKD



(3) KNOCK DOWN 방식과 품목분류

미조립,분해 물품의 경우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HS CODE)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미조립, 분해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운송상의 목적이며 관세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참조

▶ tip

관세울표 해석에 관한 통칙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4. KNOCK DOWN (녹다운 방식)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또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4) KNOCK DOWN 예시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4. KNOCK DOWN (녹다운 방식)

분해되서 수출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입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상태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제조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완제품 세번(사례 : 제8712.00-909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으로 분류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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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5. ODM / OEM

90

(1)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제조) 

• ‘주문자 위탁생산, ‘주문자 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주문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생산망을 가진

제조업체에서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방식

• 제품의 브랜드는 주문자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제조공장은 생산만 진행

•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의 디자인은 본사에서 진행한 후 제작 수행

• (예) 폭스콘 (아이폰 생산업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IV.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5. ODM / OEM

(2) ODM ( Original Eevelopment Manufacturing ) 

• 제조업체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체 설계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유통업체에 공급함으로서, 판매업체가

요구하는 BOM에 의거 생산하는 OEM 방식보다 부가가치가 높음

• 해외시장에 판매 시 제조사가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재료 구입도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구매원가를 낮을 수 있음

• (적용예시) PB 상품

• PB상품(Private Label) :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제품 생산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