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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1590 관련입니다.
3. 표제 건과 관련, 인도네시아 세관은 한-아세안 FTA에 의거 한국발 인도
네시아향 수출물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국간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4. 불가피하게 양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인정 서류(수출당사국 발행 통과선화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직접운송 충족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 회원사 소속 선박이 인도네시아향 화물을 선적할 경우 화주
와 협의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자 추영주 관세행정관, Tel. 042-481-3233, 이메일 verification@customs.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관련조항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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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관련조항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
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
여 정당화 될 것
(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
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

- 1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부록 1 제19조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
다.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Rule 9 of Annex 3, where transportation is
effected 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other
than that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화증권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나. 원산지 증명서
(b) a Certificate of Origin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라. 그 밖에 부속서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 3 are being compl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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