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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빠른 속도로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정을 체결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가 되

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춰 무역업자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언된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한다)과

GATT 이후 결성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에 참여

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

별국가들과는 FTA 체결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는 등 양국 간 무역 활성화도 동시에 높이

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

대해 나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아세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국가와 2007년 한·아세안 FTA를 발효한 바 있다.1) 그리고 아세안에 속해

있는 몇몇 국가들과는 개별 FTA를 추가로 발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는 아세

안과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06년도에 이미 아세안 시장 교두보로서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베트남과는 2015년 FTA가 발효되어 우리 기업들의 무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무역업자는 FTA 비체결국 경쟁자

들과 비교해 보면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아세

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및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

세안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아세안 관련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선정(2013)의 연구2)

는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UNCITRAL 모델법을 전면 수용한 상사중재법

이 있으나 베트남 중재에 위험 요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였

다. 김영주(2014)의 연구3)는 인도네시아 중재 기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한

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 한다)의 국제중재규칙

1) 아세안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2)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pp.97~122.
3) 김영주,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상 중재절차의 구조”, 중재연구 ,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pp.99-.125.



한·아세안 FTA 주요국 통관 및 중재제도 비교연구 143

과 비교 분석하여 실무적 유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상현(2017)의 연구4)는 베트남

무역 동향과 관세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베트남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의식 개선 등의 노력과 법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선정(2018)의 연구5)는 인도네시아 중재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만의 중재

제도 특성과 외국기업 입장에서 실무적인 유의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영주(2018)

의 연구6)는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서류 제

출 연계 미흡,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무역 관련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국가의 제도 및 기관 특징을 분석

하고 국내와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베트남 지역 특성과 싱가포르 중재제도 관

련 연구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역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국가의 통관 등 수출입절차 실무상 문제점 및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

재제도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 및 투자거래 증가 가

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통관 상 애로사항과 중재제도에 대한 국가 간, 기관 간

비교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 1위국이 된 베트남과 최근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육성에 합의한 태국,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진출이 본격적

으로 시작될 예정인 인도네시아를 기준으로 통관 및 중재 제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가 아세안 지역 진출을 꾀하는 많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한·아세안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FTA는 협정 체결국 사이에 상품 교역은 물론 서비스, 용역, 투자 등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 상호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도록 체결된 협정이다. FTA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협정이 체

결되기도 하지만 한·칠레 FTA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간에도 가능하다.

FTA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라 한다)의 가장 낮은 단

4) 한상현, “최근 베트남 관세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제18권 제2호, 한
국관세학회, 2017, pp.139-.158.

5) 김선정, “인도네시아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pp.43~75.
6) 김영락,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 제3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8, pp.3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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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체결국가 사이의 통합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7) 우선 FTA는 체결국

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각종 무역 조치를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 단계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역내국은 물론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세 번째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계로 관세동맹은 물론 역내국

사이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 역시 자유로운 단계이다. 다음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공동시장 단계를 포함하면서 역내 국가 사이에 금융, 재정 등 경제정책을 공동

으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끝으로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경제동맹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 단일경제체제로 모든 정책을 통합 운영하면서 이를 결정할 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초국가적 기구가 나타나는 단계이다.8)

기존의 FTA는 상품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 협정의 대상이 점차 확

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타결 조짐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가 간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경제적 이익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FTA는 GATT 체제가 유지되었던 기간보다 WTO 설립 이후

체결된 협정 숫자가 더 많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9) 우리나라 역시

FTA 후발국임에도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와 협상을 벌인 결과 현재는 전 세계에서 경제영

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15개 국가들과 FTA를

발효하고 있다.10)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여 무역업자들이 거대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하였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도 FTA를

발효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쉽게 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는 개별 FTA를 체결하여 투자 활성화 등 경제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2. 한·아세안 FTA 특징 분석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통합을 추진한 결과 6억 이상

의 인구와 1.5조 달러의 GDP 규모를 가진 거대 경제권이 되었다.11) 과거 동남아시아 지

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문제 및 민족 갈등으로 끊임없는 내전 가운데 있었다.12)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지역 간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7) 이명구 외 2인, FTA 이해와 활용 , 도서출판 청람, 2016, pp.17~21.
8) 현재까지 EU가 가장 높은 통합모델이며 경제동맹단계에 속한다.
9) 2019년 9월 기준 481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그 중 124건만 GATT 체제하에서 발효된 협정이다(출처

: https://rtais.wto.org/UI/charts.aspx#, 접속일 : 2019.9.17.).
10) EU나 ASEAN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발효 건수를 계산하였다.
11) 송정남, 정유경, 베트남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p.123.
12) 한상현, “한아세안 FTA하에서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 제17권 제

2호, 한국관세학회,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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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결과적으로 역내국 간 안보 및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협력을 증대할 목적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이하 ‘AFTA’라 한다)를 창설하였고, 역내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

세 혜택과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위한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환

경 속에서 한·아세안 FTA가 2005년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체결되었고 2007년 6월 1일

자로 최종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5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아세안과 FTA가 발효됨으로 동

남아시아 시장진출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개별국가마다 자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품목을 배정하도

록 하였다.13)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마다 관심 있는 상품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는 경제발전 수

준에 따라 차등적인 상품자유화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그리고 FTA 활

성화로 최근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FTA마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 결정방식을 두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결정기

준을 허용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

택하도록 하고 있다.15)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중

품목별 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있다.16)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이 변경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부가가치기준

은 역내에서 일정 수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원산지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이를 입증할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7)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많고 국가마다 다

른 법규 및 통관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분

쟁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국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태국은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태국 정부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4차 산

업혁명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에 합의하였다.18) 끝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 2012, p.153.
14) 아세안을 6개국과 4개국으로 구분하여 경제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6개국에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포함되며 4개국에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가 해당한다.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2, p.161.
16) 이명구 외 2인, 전게서, pp.171-194.
17)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에서 진행되는 기관발급방식과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율
발급방식으로 구분되며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8) 조영빈, “태국, 한국 훈련기 군함 구매 후 대만족. 지소미아를 ‘선물’”, 한국일보, 2019.11.21.자, 접속일 2019.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698327660?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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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도네시아는 경전철 기술이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건설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 무

역사절단 파견 등 경제 교류 역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 3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통관 제도와

실제 발생된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 전반에 걸친 문

제로 무역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

재 제도에 대해 국가별 주요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Ⅲ. 아세안 주요국 통관 및 중재제도 비교

1. 아세안 주요국 통관제도 비교

1) 베트남

베트남은 특이한 상관습 및 수출입 통관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도 역시 명확하지

않아 외국기업들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나마 최근 관세행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다.19) 베트남의 핵심 관세법령을

살펴보면, 크게 관세법과 수출입세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시행령 및 시

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베트남 수입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신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

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이 도착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

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베트남 관세법 제25조). 또한,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서

는 세관신고서 이외에 수입계약서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기타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

해야 한다(베트남 관세법 제24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만일 전자방식으

로 신고한다면 Green, Yellow, Red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21)22) 수출입통관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화물 검사는 신고인의 프로필이나 수입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통상 전체 화물의 10% 정도 실시한다.23) 신고인은 통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19) 한상현, 전게논문, p.140.
20) 베트남 법령은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순으로 구성된다.
21) Green은 신고 내용을 그대로 수리한 것이고 Yellow는 수리 전 제출 서류의 서면심사, Red는 수리 전 서류
서면 심사와 물품 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통합무역정보서비스(출처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7&natnCd=VN,
접속일 : 2019.9.24.).

23) 한상현, 전게논문,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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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세관신고서 등록일 기준 5년간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법 제18조).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는데 납부 대상은 물품 반출 전 즉

시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가 유예되어 반출 후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반출 전 납부

대상이면 관세납부와 함께 물품 반출이 허용된다. 물품 반출 전 수입자가 내는 수입관세

는 신고서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 납

부 유예가 가능하다(베트남 수출입세법 15조). 그리고 화물 반출은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기관의 동의가 있고 금융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베트남 관세법 제25조).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세관에

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다. 보세란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의 통관이나 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영업용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경우 입고일 기준 12개월까지 장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베트남 관세법 제61조).

수출통관 절차 역시 수입통관 절차와 유사하며 광산물, 목재 등 지정된 품목 중에는 수

출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수출 신고서 이외에 포장명세서와

계약서 등이며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대행하는 업체, 수출통관절차 대리인

또는 화물 운송자가 신청할 수 있다.24)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률체계는 법률, 정부령, 부령 등으로 구성되며 관세 관련 법령은 관세법,

보세지역에 관한 정부령, FTA관세 결정에 관한 재무부령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입

통관물품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1989년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이하 ‘HS CODE’라 한다)에 가입하였다.25)

HS Code는 관세 및 통계를 비롯하여 물류 등 통일된 하나의 품목분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인도네시아는 물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재는 15%인데 비해 소비재는 33%를 부과함으로 평균세율을 2배 이상 높

게 책정하고 있다.26)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절차는 운송인이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 도착 전 화물 도착을 세

관에 보고하고, 실제 화물을 실은 운송 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에 도착한 후 24시간

24) 송정남, 정유경, 베트남 중소기업 진출 가이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pp.140~141.
25) HS 협약은 세계관세기구(WCO) 주관하에 1983년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전
문과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분류표는 부속서(annex)에 분류되어 있다.

26)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출처: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5/view.do?seq=849349&srchFr=&
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
%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92, 접속일 :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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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화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며, 물품을 보세구역이나 기타 세관에서 승인한 장소로

반입한다. 그리고 수입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 Importation) 작성 및 신고 후, 수입

관세 및 기타세금 등을 납부한다. 다음으로 수입신고서 및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관활

세관에 제출하면 관할 세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화물 검사를 통보받으면 검사 순

서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된다. 끝으로 관할 세관으로부터 화물 통관 승인을 통보받으면 승

인서 수령 후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한다.27)

수입업자는 물품 반출 전 관세 및 지정된 세금 등을 세관에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이루

어진다. 게다가 관할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부세관에서 적용된 관세

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추

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벌금에 대비해 신고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외에 첨부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선

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수입신고 시 문제가 없다. 또한, 선적서류에 명

시되지 않은 물품이 수입물품과 함께 적재된 경우 관세 및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화물 검사 시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입자의 신용

도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에 등급을 두고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다.28) 따라서

신용 등급이 높은 수입업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화물 검사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통관 절차는 수입통관과 유사하다. 수출자의 수출신고 후 세관에서 심사를 거쳐 서

면심사 및 화물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베트남과 같이 수출관세를 납부하면 수출통관은

완료된다.

3) 태국

태국의 관세제도는 우선 기본법령으로 관세법(The Customs Act B.E. 2469)이 있으며

관세율은 관세율령(The Customs Tariff Decree B. E. 2530)에 규정되어 있다.29) 태국 관세

법은 1926년 제정되어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현재 2015년 관세법(The Customs Act

B. E. 2557)이 적용되고 있다. 재무부에서 담당하며 특히 업무 총괄은 재무부 내 관세국

에서 맡고 있다. 또한, 무역 관련 기본법으로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물품수출입법

(The 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이 있으며 수출입 허가 또는 금지대상과 처벌규정,

수출입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운송인 또는 통관업체가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한 때 화물 목

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게서, pp. 113~114.
28) 상게서, p.116.
29) 이대복 외4인, 외국 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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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세관에 보고하고, 수입자나 통관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

해 세관에 전송한다. 세관은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내용을 심사 후 수입자에게 관세 등

세금 납부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다음으로 수입자는 부과 받은 수입관세 및 기타세금 등

을 납부한다. 끝으로 화물 검사 후 세관으로부터 통관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30)

통상 통관에 걸리는 기간은 1-2일 정도이다. 그러나 수입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

을 때 몰수나 벌금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수입 전 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입 이후에도 세관에서 사후심사를 진행하고 추징도 당할 수 있어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신고 오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보관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태국 관세법은 경유 및 환적의 정의와 자격 요건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

정하였다. 또한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규정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제3국 송장의 경우 수출입거래당사자가 3인 이상으로 수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중국과의 FTA 체

결 이후 3인 이상의 거래 당사자라면 제3국 송장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였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31) 끝

으로 태국 역시 쌀, 라텍스, 나무 등 1차 산품 중 일부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32)

<표 1> 아세안 3국 및 우리나라 통관관련 비교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한민국

관세관련

법률구성

관세법과 수출입세

법 및 시행령, 시

행규칙

관세법, 보세지역

정부령, FTA관세

결정 재무부령 등

관세법, 관세율령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신고

관세납부

화물도착 일자부터

30일 내 수입신고

반출 전, 반출 후

납부 대상으로 구

분

관세 영역 도착 전

세관 보고 후 화물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 세관에 목록

제출 및 수입신고

수입신고 시 세금

납부 후 반출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세관에 목

록 제출 및 수입신

고

수입신고 시 세금

납부 후 반출

우리나라 입항 후

수입신고 원칙.

신속한 통관 위한

입항전수입신고도

가능

수입신고 시 세금

납부 후 반출

수출관세 부과 부과 부과 없음

30)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태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94.
31) 상게서, p.33.
32) 상게서,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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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법을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베트남은

관세법과 수출입세법으로 이원화시키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관

세법 외에 정부령과 재무부령으로, 태국은 관세법과 관세율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 이후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통관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입

항전수입신고도 가능하다. 화물검사는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

으로 진행한다. 베트남의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처 등을 기준으로 화물 검사 여부를 판단

하는데 전체 화물의 10% 정도를 실시하고 대상도 세관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통관지

연 및 공무원 권한남용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수입자 신용도를 기

준으로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에 차등적 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국 진출을 꾀하는 업자

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태국은 수입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

을 때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업자의 사전 준비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세안 국가들만의 공통된 특징은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높아 자국 자

원의 무차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2. 통관 관련 분쟁사례

1) 보세공장 설립 지연에 관한 건33)

A기업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인도네시아에 보세구역 내 생

산설비를 구축하고 보세공장 설립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보세공장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사전 승인과 관세청의 보세공장 설립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승인 절차가 지역에서 본부까지 단계적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도네시아 관세관이 투자청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설립허가를 요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세구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 과세가격 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 추징에 관한 건34)

A사는 건설 관련 설비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면서 단일세율로 신고하였다. 태국 관세

청은 개정된 관세법 시행으로 과세가격 평가대상 기간이 축소되었음을 이유로 이전 것도

33)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View.do;jsessionid=1HP
nd5vYSJLHtTcLhdp3y38rv8CXvhKkRJLTg7JTMgNYVwvchG1q!-1857846638?layoutMenuNo=20603&bbsTypeCd
=OVERSEASBBS02&bbsId=OVERSEAS_002835&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KeywordTo=&cate
gory1=&category3=&currentPageNo=1, 접속일 : 2019.10.30.).

34)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List.do?bbsTypeCd=OVER
SEASBBS02&layoutMenuNo=20603&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KeywordTo=&category1=&categ
ory3=&currentPageNo=1, 접속일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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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으로 추징하겠음을 고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징 받게 된 A사는 소송을 준비하였다.

문제가 커지자 한국 관세청에서도 태국 관세청과 면담 등 해당 건에 대한 분쟁이 소송까

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태국 관세청은 납부 고지 이후 1년 이상 추가적

인 납부독촉이나 압류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기업의 납부 유예를 인정해 주었다.

3)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에 관한 건35)

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산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면서 FTA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태국 방콕항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확인 결과 포장표시가 누락 되었고 포장명세서와

송장, 원산지증명서 간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하

였다. 한국 관세청과 면담 및 공식 서한 발송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원산지증명서와 다른 서류들 사이에 제품명 차이가 원산지

불인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4) 인장 미등록에 따른 증명서 불인정에 관한 건36)

한국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

관에서는 발급권자 인장 및 서명이 미등록되어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세관에서

확인 결과 한 달 전 통지된 사실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관

지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급권자 서명 교체와 정정된 증명서를 재발급함으로 통관문

제를 해결하였다. 해당 사건은 상대측 전달 문제보다는 상대국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해

우리측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5)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건37)

한국신청인은 복합운송주선인이고 피신청인은 무역기업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약

적장에서 계약 물품을 전달하면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부산항 또는 제3 국가 항구로 운송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에 따른 운송을 완료하지 못하였

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화물

통관에 필요한 해당국 승인을 받지 못해 통관서류 미비로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으며 주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신청인 주장을 인정한 중재사건이다.

35)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View.do?layoutMenuNo=
20603&bbsTypeCd=OVERSEASBBS02&bbsId=OVERSEAS_002760&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
KeywordTo=&category1=&category3=&currentPageNo=1, 접속일 : 2019.10.30.)

36)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View.do?layoutMenuNo
=20603&bbsTypeCd=OVERSEASBBS02&bbsId=OVERSEAS_002834&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
hKeywordTo=&category1=&category3=&currentPageNo=1 접속일 : 2019.12.1.)

3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 2014, pp. 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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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 주요국 중재제도 비교

1) 베트남

베트남은 2010년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e Arbitration 2010)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동년 상사중재법 시행령도 공포함으로 중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8)

특히 UNCITRAL 모델법을 전면 수용함으로 더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베

트남에서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상사중재령(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을

2003년에 제정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중재 기틀을 마련해 두었다.39)40) 베트

남은 우리나라와 2015년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체

결하는 등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기

업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중재제도를 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

입하여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협약’이라 한다)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상사’의 개념을 영리를 목적에 둔 상거래 행위 및 서비스, 투자 등도 포함하

고 있어 상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중재에 적용가능 분야

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처럼 소비자 분쟁도 예외적으로 중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송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다 보호한다는 차원의 결정이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공급계약

또는 서비스계약 중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거부할 경우 중재 대상이 될 수

없어 외국기업으로서는 주의가 요구된다.41)

베트남은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기관중재의 경우 1994년 베트남

정부가 경제중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영(Decree)을 공포함으로써 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42) 다만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내 진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법이 제정되면서 타국 중재기관이 베트남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타국 중재기관의 지부 설치 등 중재 활동이 폭넓게

38) 박진아,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 제47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418.
39)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p.98.
40) 중재령(Ordinance)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규범으로 베트남법률협회에서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
41) 김선정, 전게논문, p.103.
42) 상게논문,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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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 최고 중재기관인 베트남국제중재센터(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VIAC’이라 한다)와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이미 1993년 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은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국제중재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노이에 지부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VIAC은 베트남에서 국제중재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43) 별도

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중재규칙이 가장 최근에 개

정된 것으로 총 3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사전, 사후합의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여 전자적 형태의 합의 역시 인정하고 있다.44)

VIAC 중재절차는 센터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을 절차 개시일로 간주한다(중재규칙 제

5조). 이 때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에 요구되는 작성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중재합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된다(중재규칙 7조).

상사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중재인은 오직 베트남 국적 소지자만 가능하였다. 그

러나 2010년 중재법이 제정되며 일정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중재인이 될 수 있도록 변경

되었다.45) VIAC은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한 첫 번째 기관이다.46) VIAC의 중재절차는

중재인 수를 합의하지 않았으면 3인 중재를 원칙으로 한다(중재규칙 제12조). 3인 중재의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는데 신청인은 중재인을 지명 또는 VIAC에

선정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서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

재인을 지명 또는 VIAC에 선정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할 경우

VIAC 센터장이 신청인 선정요청 수령한 날로부터, 또는 피신청인 지정 요청을 수령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할 수 있다. 그밖에 피신청인이 30일 기한 내 중재인 지명 또는

선정요청을 하지 않으면 30일 기한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한 경우 이들에게 15일 이내에 제3의 의장중재인을

지명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센터에 고지하지 못할 경우, 기한 만료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이 결정토록 한다(중재규칙 제12조).

또한, 단독중재일 경우 양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등

서류 수령일 기준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임한다. 다만, 기간 내에 센터에 고지되지 않

으면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이 중재인을 결정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13조).

민사소송법에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보전처분의 적용과

취소, 중재판정의 파기, 중재인 지명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관여하고 있다.47) 또한, 중재

43) 오현석, “200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p.368.
44) 박진아, 전게논문, p.422.
45) 오현석, 전게논문, p.367.
46) 김선정, 전게논문, p.105.
47) 박진아, 전게논문,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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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중재규칙에서 정한 임시적 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다. 다만 임시적 처분의 명령이나

변경, 종료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 중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규칙에 정한 임시적 처분을 먼저 신청한 경우 중재인은 동일 사항에

대해 신청된 임시적 처분은 거절해야 한다(중재규칙 제21조).

끝으로 중재 언어는 섭외적 요소가 없는 분쟁일 경우 베트남어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섭외적 요소가 있고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중재

인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 진행 중 사용할 언어를 하나 이상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중재규칙 제23조).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민법 등 법 적

용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재제도 역시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615조에서

제651조에 기초하여 법제화되었다.48)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이후 1950년경에는 인

도네시아 대법원법에 중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1999년도에 이르러서는 중재 기본

법인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과 달리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중재법

만의 특성도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중재를 진행 또는 집행하려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의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델법을 기준으로 한 임시적 처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중재판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담보 요구를 허용하지 않

는다. 또한, 모델법에서는 중재인과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허용하지만, 인도네시아 중재법

은 오직 중재인에게만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49) 이 밖에 중재인 수나 증인신문 등에서도

모델법과는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1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듬해인 1982년 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

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중재법이

1999년이 되어서야 별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원과 중재기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우

호적일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재를 이용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50) 그리고 외국인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6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이듬해인 1968년 ICSID협약에 가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같이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은 1977년 인도 상공회의소(Indonesia Chamber do Commerce and Industry)

48) 김선정, “인도네시아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p.45.
49) 상게논문, p.56.
50) 상게논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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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National Indonesia(BANI

Arbitration Center)’를 들 수 있다. 독립된 중재규칙이 있으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모두

가능하다. 등록된 중재인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75명, 74명으로 구성된

다.51) 대한상사중재원과는 1982년 중재협정을 맺은 바 있다.52) 이밖에도 분야별 또는 특

정 목적에 따라 여러 중재기관들이 인도네시아에는 존재하고 있다.53) 현재 BANI의 경우

무역, 금융, 보험, 광산, 운송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 이슬람교도간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이슬람종교중재위원회(Baden Arbitrase Muamalar Indonesia),

자본시장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자본시장중재위원회(Baden Arbitrase Pasar Modal

Indonesia) 등이 있다.54)

BANI 중재절차는 중재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에서 이를 접수하면 절차가

개시된다(BANI 중재규칙 제6조).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당사자가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BANI 위원회 의장(Chairman of Board of BANI)은 합의된 중재

인 후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독립성 문제나 중재판정부의 국적 등

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BANI 중재규칙 제11조 제6항). 중재인은 최소

35세 이상으로 해당 분쟁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3항). BANI 중재는 1인 또는 3인 중재인 구성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당사자합의가 없다면 위원회 의장이 정한다(BANI 중재규칙 제10조 제4항).

단독중재의 경우 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제출 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 후보자를

지명하고 피신청인이 그들 중 한 명을 수락, 위원회 의장도 동의하면 중재인선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만일 양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원회 의장

이 결정한다(BANI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 3인 중재의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

재인을 선임하고 의장중재인은 위원회 의장이 선정한다(BANI 중재규칙 제11조 제3항).

BANI 중재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재 판정부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 또는 다른 언어가 적합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ANI 중재규칙 제15조).

3) 태국

태국의 중재법(Arbitration Act B.E. 2530)은 1987년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현재는 2002

년에 개정된 중재법(Arbitratrion Act B.E. 2545.)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51)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 홈페이지(출처 : http://beta.baniarbitration.org/page/detail/3, 접속일 :2019.10.10.)
52)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정을 맺은 중재기관명은 인도네시아전국중재원(The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인데 실제 BANI 중재기관명과 동일하여 같은 중재기관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53) 김선정, 전게논문, p.64.
54)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
학회, 2009,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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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을 위해 태국은 1959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1960년 비준하였다. 따라서 다른 아

세안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빠르게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아직 ICSID협약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사분쟁에 대한 국

제중재 기준은 오래전부터 기틀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 기

준은 아직 국제적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다.

태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은 태국중재기구(Thai Arbitration Institute, 이하 ‘TAI’라고 한다)

이다. 1990년에 설립된 TAI는 최초 법무부 산하에 있었으나 1997년 별도로 분리 독립하

였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TAI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기관의 관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중재서류 발송이나 증인신문 등

중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2007년 중재센터법(The

Act of Arbitration Center B.E. 2550)에 따라 태국중재센터(Thailand Arbitration Center, 이

하 ‘THAC’라 한다)도 설립되었다. THAC는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 및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도 제공하고 있다.

중재합의는 양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재합의는 양

당사자 사이에 편지, 팩스, 전보, 그밖에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적 통신을 이용한 상

호 교환된 자료까지 인정하고 있다(태국 중재법 제11조).

태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홀수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수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태국 중재법 제17조). 이는 TAI 중재규칙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수 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인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TAI 중재규칙 제14조). 접

수된 중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without delay) 피

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비롯한 중재서류를 전달해야 한다(TAI 중재규칙 제8조).

단독중재일 경우,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의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독중재인

을 지명해야 한다(TAI 중재규칙 제15조). 그리고 3인 이상의 중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

는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

에 지명을 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에서 대신 임명한다(TAI 중재규칙 제16조).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

와 양당사자 사이의 예비적 절차 일정표(Preliminary procedural timetable)를 작성하며 최

대 절차진행이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TAI 중재규칙 제28조).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적절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TAI 중재규칙 제39조). 끝으로 중재언어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중재

판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TAI 중재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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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세안 3국 및 우리나라 중재제도 비교표

중재법 제정 연혁만 보면 베트남이 가장 짧다.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중심에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일찍이 한 편이라 중재법도 1960년대에 제정된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뉴욕협약의

경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가입하여 상사중재에 대한 국제화 수준은 빠른 편으로

보인다. 중재인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KCAB나 TAI는 최근의 국제중재 흐름과 동일한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VIAC이나 BANI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임

시적 처분과 관련된 긴급중재인제도는 KCAB만 있어 국제중재는 이들 중재기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한민국

중재법 2010년 제정 1999년 제정 1987년 제정 1966년 제정

대표중재기관 VIAC BANI TAI KCAB

뉴욕협약

(비준)
1995.12.11. 1982.1.5. 1960.3.20. 1973.5.9.

워싱턴협약

(비준)
발효안됨 1968.10.28.

발효안됨

(1985년 서명)
1967.3.23.

중재인 수

당사자합의 원칙

합의 없으면

3인판정부 원칙

1인 또는 3인

원칙. 당사자합의

없으면 위원회

의장이 결정

홀수 구성 원칙

합의 없으면

단독중재인 임명

단독중재인 원칙

단, 3인 중재로

당사자합의 시

가능

임시적 처분 중재인 권한 중재인 권한 중재인 권한 중재인 권한

긴급중재인

제도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중재언어

결정

섭외적 요소

없으면 베트남어,

있으면 당사자

합의 원칙.

언어합의 없으면

중재인이 결정

당사자합의원칙.

없으면

인도네시아어

원칙

당사자합의원칙.

없으면

중재판정부 결정.

당사자합의원칙.

없으면

중재판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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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FTA를 체결하는 주요 목적은 협정국간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

하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제품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태국 세관 관련 사례는 한국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에 요구되는 포장표

시를 빠뜨렸고 원산지증명서와 송장 사이의 제품 모델명이 상이함으로 태국 세관에서 특

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

으면 증명서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

서 무역업자로서는 교역 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경우 관세 혜택을 고려한 원산지증명서

증명방식은 물론 관련 서식 등 작성요령과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만 한다. 특히 새롭

게 진출하는 국가일 경우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여 쉽게 판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관련 기관의 조언을 사전에 구해야 하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원산지관리사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

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입자 또는 수입대행자 신용에 따라 심사 및 검사에 차등이 있으

므로 거래 조건에 따라서는 계약 체결 전 사전 조사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그밖에 아

세안 국가에 생산거점을 두거나 간접무역의 형태를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으로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일부 품목에 수출관세도 부과하고 있어 확인 작업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증명실패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이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금전적 손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법원에서 해결할

경우 특정 국가의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손실은 물론 결과에 대한 위

험도 분명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및 국내 분쟁이 모두 관련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

이에 중재를 이용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제도 역시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예상치 못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상사중재, 투자중재 관련 모든 협약에 가입함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 외국인 당

사자도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베트남과 태국은 워싱턴협약 비

가입국이기 때문에 추후 해당국 정부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

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외국중재기관 설립이나 외국국적 중재인이 가능한 게 불과 10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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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관중재의 경우에도 각 국가마다 대표적인 중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

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없지만, 절차 상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특히 사건 해결

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중재인선정 관련하여 VIAC은 당사자합의가 없으면 3인 판정

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판정부 구성에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우려와 중

재인 수당 등 경제성에 있어서도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 반면에 BANI는 당

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장이 중재인을 결정토록 한다. 하물며 선정된 중재인에

대해 국적, 공정성 등을 고려해 거부할 권한도 위원회 의장이 가지고 있어 의장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판정부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추후 중재인선정의 공정성 문

제 등 다른 갈등을 조장할 우려 역시 있다. 그리고 TAI의 경우 당사자합의가 없다면 단

독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KCAB와 유사하다. 따라서 실무가들은 중재기관 협상

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재조항을 협상할 때 다른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언어 선택이다. 언어에 따라 중재인

및 대리인 선택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고 분쟁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

다. VIAC는 섭외 요소 유무에 따라 다르다. 다만 국제사건으로 분류되면 당사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만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인이 결정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본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섭외 요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어 VIAC 국제중재를 이용할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BANI는 당사자합의가 없으면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기 때

문에 BANI 중재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중재언어를 합의해야 중재의 장점을 제대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TAI는 당사자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

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VIAC이나 BANI와 달리 TAI는 판정부 구성 30일 내로 예비절차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KCAB와도 동일한 절차이다. 구성된 중재판정부와 분쟁당사자들이 모여 잠정적인 일정표

를 만들기 때문에 절차 종료 시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TAI는

예비절차일정표를 만든 이후 중재 절차를 최대 180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용을 받지 않아 타기관에 비해 가장 경제

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의 요소들만 비교해 볼 때 TAI 중재가 경제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재기관이라 분석된다.

다만, 이들 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에 대한 적절한 담보 제공 시 중재판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진행할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의 협력이 필요한데 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해

줄지도 미지수다. 하물며 인도네시아는 중재법 상 중재인만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어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절차 진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KCAB

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신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긴급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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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Emergency Arbitrator)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

면 대부분 별도의 절차로 두고 있어 계약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면 KCAB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

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사전 대비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조항에 중재합의를 포함할지와 중재선택 시 어느

중재기관을 선정할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인선정과 절차 진

행의 언어 및 임시적 처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결정 내려야 한다. 한 가지 실무가들을 위해 제언하자면, 계약 시 분쟁해결조항을 가급적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하고 중재지로 많이 활용되는 지역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

런 관점에서 최근 국제중재활성화를 위해 개소한 서울국제중재센터나 해사중재를 전담으

로 할 목적으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있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KCAB 중

재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판단된다. 다만 중재합의 시

당사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도 아세안 지역 전문변호사와 현지 법률가 등

을 KCAB 중재인으로 계속해서 위촉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

안 지역 내 분야별 전문가들이 KCAB 중재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 내

지부 설치는 물론 현지 중재인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향후 KCAB의 국제적 위상

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FT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무역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FTA는 더욱 큰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관

및 중재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많아 진출을 꾀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사례들처럼 서류상 하자로 인한 통관지연 및 관세 추징 등의 문제

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택함으로 기업은 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재 제도 역시 국가나 중재기관에 따라 상이함이

있어 실무자들은 중재 합의 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 중 3국을 선택하여 통관 및 중재제도에 대해 비교해 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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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보다 많은 분쟁사례와 제도적 한계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중재적용 가능성이나 법원과의 관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상의 문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아세안 개별국의 통관제도 실무 및 분

쟁사례 연구, 중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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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Customs of

Major Countries in the Korea-ASEAN FTA*

Sung-Ryong Kim**
5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stoms clearance and arbitration systems

of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from among ASEAN countries,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ustoms and arbitration syste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y collecting data from papers, research reports,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se

countries in relation to customs and payment of customs duties. Also, they have different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there is no agreement by the parties as to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refore, a comparis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ASEAN countries is timely and necessary, and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 Words : VIAC, BANI, TAI, KCAB, Arbitration Rules,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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