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안정 발전 17조 의견(外贸平稳发展的17条意见)
□ 산둥성 칭다오해관(青岛海关)은 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대외무역 안정 발전 17조 의견(外贸平稳发展的17条意见)」을
발표 시행함.

1. 방역물자의 신속한 통관 보장 부분

ㅇ 방역물자의 신속한 통관 보장을 위해 녹색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신속한 통관을
시행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 긴급 통관 예약, 기업 생산 재개와 경영을 위한 전일(휴무 없는) 통관 시행
- 특수물품에 대한 유동성 있는 관리감독, 의료기기 감독 관리 간소화 시행
- 휴대용품과 물류 배송 절차의 유동성 있는 관리감독, 개인화물 통관의 편리화
제고 시행

2. 농산물, 식품, 생활소비품, 생산원자재 수입 부분

ㅇ 수입 농산품과 식품 품목에 대한 녹색통로(전용통로)를 개설하고, 빠른 검사를 진행함.
- 현장 검역과 실험실 검측을 우선 시행하고, 생활 필수 소비품 수입의 빠른 통관을
시행
- 수입 신고(两步申报)와 단계별 화물검사(两段准入)를 간소화 하고, 선 화물방출
후 검사(先放后检), 신고 즉시 방출, 조사즉시 방출 등을 통해 생산용 원자재
수입을 지원

3. 수출입 업무 간소화 부분

ㅇ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통관ㆍ검사ㆍ감세 등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조속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
- 가공무역 기업(해관특수감독구역 내 기업 포함)의 업무재개일 연기로 유효 가공
무역 수책(加工贸易手册) 검사기간(核销周期)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관은 수책

연기(手册延期) 수속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유관 자료 사후 제공 가능
-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 무접촉 업무처리 방식을 추진하며, 택배 업무를 허가하고,
보완서류 제출 또는 후속 수속을 하여야 할 경우 선(先) 업무 처리 후 후속 처리

4. 전염병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부분

ㅇ 기업맞춤형, 임시조절 방법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을 최소화하며, 화물상자를 직접 열지 않고 검사하는
비침임식 검사율(非侵入式查验)을 제고함.
- 통관지연비(벌금) 및 체납금 감면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이윤이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자금 이용 공간을 최대한 확대
- 전염병 영향을 중점적으로 받은 기업에 대해 특수구역의 AEO(수출입 우수기
업 상호인증) 양성 및 인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AEO기업 수를 확대하며,
AEO기업의 통관 편리화 수준을 제고

5. 산둥성의 대외무역 고질량 발전 부분

ㅇ 칭다오해관은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염병이 대외무역
수출입에 주는 충격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분석과 조기 경보를
통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최적화를 지원할 것임.
- 산둥성이 추진 중에 있는 쌍초쌍인(双招双引, 자본 유치ㆍ기술인재 유치), 신구
동력전환중점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사전 개입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구매 등 신흥 업종의 발전을 지원
-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해관의 지원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해관의 인증ㆍ인가, 검사ㆍ검측 및 기술적인 무역부분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검측 플랫폼을 가속화하며, 기업들이 전염병으로 받는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