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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CE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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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요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 서명일자 2020.11.15.

➢ 발효일자 2022.1.1.(10개국 우선발효)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한국: 2022.2.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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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의의

◆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 전 세계 인구의 29%, GDP의 31%, 수출입 규모가 28% 가량 차지하는 메가 FTA

➢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

➢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간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 15개 회원국이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 용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성명서 자율발급으로 발급 절차 간소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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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CEP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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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에 따른 관세양허 규모

◆ 향후 전체 교역물품의 90% 이상이 무관세화

◆ 중국의 RCEP 발효 시 국가별 무관세 양허비율

➢ 일본제품 중국 수출시 86%, 중국제품 일본 수출시 88%

➢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제품 상호간 83%

◆ RCEP 발효 즉시 국가별 무관세 양허비율

➢ 중국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간 즉시 무관세 비율 65% 

➢ 중국과 한국간 상호 즉시 무관세 비율: 각각 39%, 50%

➢ 중국과 일본간 상호 즉시 무관세 비율 : 각각 2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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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결정기준(1)

일반원칙

완전생산기준(WO)

역내 완전생산기준(PE) 
✓ 일방 또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만을 바탕으로 하나의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것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CC, CTH, CTSH)

부가가치기준(RVC 40)

가공공정기준, 화학반응(CR) 포함

부가가치기준

계산식
공제법 [RVC = (FOB-VNM)/FOB]

집적법 [RVC = (VOM+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이익+기타 비용)/FOB]

기준가격

상품가격 : FOB(본선인도가격)
✓ 수입재료: CIF(운임 보험 포함가격)
✓ 당사국 내 취득재료: 가장 빠른 시일에 알 수

있는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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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결정기준(2)

누적기준

재료누적 (다자누적)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상품을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으로 간주

✓반드시 RCEP 원산지증명서류로 입증 필요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FOB)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자격 인정

✓ 제50류~제63류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중간재

역내생산품 인정
✓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가공을 거쳐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재료는 이후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할 때 원산지 재료로 간주함.

9



RCEP 원산지 결정기준(3) – 직접운송 원칙

직접운송원칙

(원칙) 수출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해야 함.

(예외) 당사국인 경유국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하역, 재선적, 보관 이외의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고,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해당 증빙서류에는 운송서류, 송품장 사본, 금융기록, 
비가공증명서 또는 기타 다른 증빙서류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서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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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CEP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국의 특별물품 목록에 열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국 부가가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수출 회원국이 원산지 국가

◆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지만 원산지 국가(지역)을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가격 중에서 최고의 구성비를 점유하는

국가가 원산지 국가(지역)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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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류 발급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직속세관, 예속세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및 그 지방사무소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성명서(Origin Declaration)

➢‘중국 세관이 인증한 인증수출자가 직접 발행 가능

※ ‘중국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54호, 2021.11.23) 참고

◆ 연결원산지증명서류(Back-to-Back C/O) 발급

➢ 중계 또는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증명서 발행기관 또는 인증수출자가 원본

원산지명서류를 근거로 연결원산지증명서 또는 연결원산지성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1년 이내

◆ 원산지증명 서류 및 자료 보관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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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검증

◆ 원산지 검증

➢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

➢ 원산지증명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인

➢ 수입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 심사

◆ 원산지 검증 방법

➢ 수입자, 해외 수출자, 생산자에 대해 보충정보 제공 요청

➢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주관기관에 대해 보충정보 제공 요청

➢ 수출국의 동의를 거쳐, 해외 수출자, 생산자에 대해 현지검증 실시 가능

➢ 수출국과 협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검증 실시 가능

※ 검증기간 동안, 수입자는 담보제공 후 반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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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CEP의 특징 및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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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특징

◆ 중복 FTA 비교를 통한 관세혜택 확대 가능

➢ 중국, 한국, 아세안 국가간 복수의 FTA 체결 국가의 경우 양허세율, 

원산지 기준을 비교분석 하여 유리한 협정 활용

◆ 원산지 기준 중 누적기준을 활용한 수출확대 가능

➢ RCEP은 모든 회원국 포괄적 누적기준 채택으로 원산지 자격획득 용이

◆ 인증수출자를 통한 원산지성명서 자율발급으로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 일본과의 수출입 증가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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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FTA간 양허세율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 RCEP 협정의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협정을 우선 활용함

☞ RCEP 양허세율이 타 FTA 양허세율 보다 낮은 경우 → “RCEP” 활용
☞ RCEP 양허세율이 타 FTA 양허세율 보다 높은 경우 →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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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상품품명
최혜국
세율(%)

협정세율
(%)

국가명
특혜세율

(%)
보통세율

(%)

8702.1020
机坪客车

(수송용 차량
10인승 이상)

4.0

0
东盟AS, 智CL, 巴PK, 新西兰NZ, 秘PE, 
哥CR, 瑞CH, 冰IS, 澳AU, 格GE, 毛MU, 
柬KH, 港HK, 澳门MO 0 

受惠国LD
90

1.8 韩KR

3.6 东盟RASR, 澳RAUR, 日RJPR, 新西兰RNZR

< 중국의소형수송용차량2022년관세율표> 

세번부호 상품품명
최혜국
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8702.1020 机坪客车 4.0 3.6% 3.2% 2.8% 2.4% 2.0% 1.6% 1.2% 0.8% 0.4% 0.0%



복수 FTA간 원산지기준 비교 우선순위 검토

◆ RCEP 협정의 양허세율이 타 FTA 협정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기준의 충족이 용이한 협정을 우선 활용함

☞RCEP원산지기준이 FTA 원산지기준보다충족이용이한경우→“RCEP” 활용

☞ FTA 원산지기준이RCEP 원산지기준보다충족이용이한경우→ “FTA” 활용

※ 예시) HS 8702 10인승이상수송용차량의원산지기준 비교

-원산지기준 : 한-중 FTA : 체약국내의RVC 50%, RCEP: 전체체약국역내RV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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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누적기준 전략적 활용

◆ RCEP 협정은 당사국 간 포괄적 누적기준 허용, 

☞ RCEP 협정 당사국 간 거래에서는 원재료의 원산지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수출제품의 원산지 또한 폭넓게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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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류 발행 간소화

19

◆ RCEP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성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류를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발급시간 절감 및 비용절감 혜택 가능

◆ 한국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다수의 절차 간소화 혜택 제공



일본과 교역확대 적극 활용

◆ RCEP은 중국,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 RCEP 발효에 따라 일본과의 관세부담 완화로 인한 교역확대 가능

예시1)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 일본 수출 확대

예시2) 누적기준을 활용한 해외 생산거점을 통한 일본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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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CEP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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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에 따른 예상 경제적 효과

◆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

➢ RCEP 역내 전체 GDP 0.86%, 수출 18.3%, 수입 9.63%, 투자 1.47% 증가 예상

◆ 회원국들의 RCEP 발효 시 예상 효과

➢ 한국: GDP 약 0.41%, 연평균 수출 3.8% 증가 예상(KIEP)

➢ 중국: GDP 약 0.35%, 수출 7.59%, 수입 10.55% 증가 예상

➢ 일본: RCEP 발효 시 GDP 약 2.7% 증가, 57만개 제조기업 신설 예상

➢ 태국: 3만9천여 종의 상품이 관세인하 혜택, 그 중 3만개가 무관세 대상

➢ 캄보디아: GDP 2% 증가, 수출 및 투자증가가 각각 7.3%, 23.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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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과무역투자증가

◆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통합 촉진

➢ RCEP을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수출품 경쟁력 강화

➢ 신규 무역창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가능

◆ 역내 무역 및 투자 증가

➢ RCEP은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역내 국가간의 교역확대 시너지

효과 발휘 기대

➢ 중국의 경우, 서비스 무역이 6년 이내 전면 네거티브 목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 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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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산업과공급망가치사슬재구성

◆ 역내 산업과 공급망 가치 사슬의 재구성 촉진

➢ RCEP 지역내에 역내 자본, 기술 및 노동 요소를 고루 갖추고 상호 교류 확대

➢ 시장접근 완화, 규범 통일 등을 통해 회원국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교류 확대

◆ 제조업 업그레이드 촉진

➢ RCEP 발효에 따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과 기술혁신 강화 기회 증가

➢ 기업의 핵심 제품 및 기술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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