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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진일류세관(WBC2012) 추진전략

제1절 WBC2012 추진배경
1. MB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표 1. 국정지표 개념도]
선진일류국가
(국가비전)

창조적 실용주의
(행동규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新 발전체제

발전·통합
(시대정신, 시대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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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지향
MB 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장기적 국가
비전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잡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
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비전의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실용정신을 동서양의 역사
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현실과의 적합성을 꾀하였으며 새로운 목표와 방법을 창안하고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발전체제 구축을 국정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지
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듯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체계를 갖춘 나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삼았다.

(2) 관세행정 차원의 선진일류국가 실현
[표 2. 신가치 체계도]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Customs

비전

CLE AR 행동규범

C

창의적인 발상(Creativit y)

L

고객의 소리 경청(Listen)

E

열정(Energy)

A

현장 중시(Action)

R

활발한 소통과 화합(Relationship)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글로벌·세계일류화, 업무
수행의 창조적 실용주의, 현장 및 고객 중심, User-Friendly 화를 목표로 하여 신가치체계도를 수
립하였다.
신가치체계도는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Customs’를 비전으로 삼고 CLEAR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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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추가하였다.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은 세관행정의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
를 제공하고, 불법 대외 거래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안해
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계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CLEAR 행동규범은 창
의적인 발상(Creativity), 고객의 소리 경청(Listen), 열정(Energy), 현장 중시(Action), 활발한
소통과 화합(Relationship)으로 구성되어 창조적 실용주의와 발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① 업무에
임함에 있어 항상 ‘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발상하고, ② 겸허한 자세로 세관
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③ 관세행정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우러나는 열정을
갖고, ④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는 신중하되 일단 결정되면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실천
하며, ⑤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구축과 자기창조 조직의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
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대내외 여건
(1) 대내적 측면
대내적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었다. 2011년에 무역규모 1조달러 시
대를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해외여행자 5천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일찌
감치 시작하였고, 불법 먹거리·가짜의약품·마약·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
문제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 물가안정·일자
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기존 업무량이 급증하고 대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세관인력
은 정체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대외적 측면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하여 제정된 2005년 WCO SAFE Framework를 중심으로 ‘불법화물
의 국가간 이동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화·확대되었다. 선박이 출발하기 전에 출항할 국가
에서 컨테이너에 관한 안전을 확인한 후 상대국가에 수출하자는 취지로 미국이 주도하여 우리나라에
서는 부산항에서 실시하는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미국행 컨
테이너 화물에 대한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확인을 위한 화물안보구상(SFI : Secure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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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입항 전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24시간 Rule, 수출입 물류공급망 당
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수
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국가간 통관망
연계를 위한 전자문서 표준관리시스템인 글로벌 싱글윈도우 등의 화물보안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으로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개방화·관세무세화가 가속화되었는데 칠레, 싱가
포르 등 4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하고 의회 비준 대기 중 비준 완
료되어 발효되었다. 한·미 FTA 이전에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이 완료되고 현재는 캐나
다, 중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세관절차를 안전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관세행정이 글로벌화되어 해외로
관세영역이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신 관세행정 패러다임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3. 세관선진화 (CMP2010) 전략의 발전적 승계
(1) CMP2010 전략의 성공적 마무리
세관선진화 계획(CMP2010 : Customs Modernization Plan 2010)은 ‘초일류세관 3개년 계획
(2003~2005)’종료 이후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이다. ‘선진통상
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 관세행정 - Top Specialist, Top System, Top Service -’라는 비
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관세행정 전문가가 최고의 시스템
을 갖추어 세관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7개 전략 테마로 총 115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하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이었
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달성하여 CMP2010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 새로운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MB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실현을 위해 대외 경제와의 접면이 넓은 관세행정분야에서 어
느 분야보다도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비전을 ‘World Best Customs 구축’에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08년에 시작하여 2012년 과제
완료를 목표로 하는 WBC2012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세행정개혁을 추진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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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WBC2012 추진체계 구성·운영
1. 추진체계
[표 3. WBC 2012 추진체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산업계

학 계

시민단체/언론

관세청/유관기관

관세청 추진기획단

통관물류선진화팀

법규준수고도화팀

관세국경안전관리팀

글로벌u-Customs팀

경영지원팀

(1)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08년 3월에 신정부 국정이념·관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을
신임청장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후 7월에 세관선진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후 2008.10.1에 추진위원회 세칙 제정 및 명칭을 <세관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관세행정발전심
의위원회>로 개칭하였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청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관세청/유관기관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에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선주협회, 중
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관세학회, 무역학회, 규제학회, 대학교수들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언론에서는 소비자연맹, 시민연합, 시민행동, 신문·방송사가 참여하며, 관세청/유관기관
에서는 청·차장, 관세사회, 관세협회, 관세무역개발원이 참여한다.

(2) 추진기획단 운영
관세청 추진기획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5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통관물류선진화팀,
법규준수고도화팀, 관세국경안전관리팀, 글로벌u-Customs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마다
자문단을 두고 활동하였다. 추진기획단 및 추진팀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WBC2012 전략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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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기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피드백·모니터링을, 연도별 이행과제는 조기추진
및 이행관리를 하였다. BSC 등 지표로 관리·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추진경과
[표 4. 관세행정 발전위원회 추진경과]
·2008. 5.

관세행정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은행연합회)

·2008. 6.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워크숍 개최(연수원)

·2008. 7.

2008년도 제1회 세관선진화 위원회 개최(서울세관)

·2008.10.

WBC2012 전략·세부과제 확정, 위원회명칭변경 등

·2009. 2.

제1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09. 4.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서면)

·2009. 7.

제3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0. 6.

제4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0.12.

제5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1. 4.

제6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2. 2.

제7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08.5월부터 관세행정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관선진화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10월 세관선진화 위원회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WBC2012가 5대
전략부문, 14대 전략과제, 67개 세부과제로 확정되고 공표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 1차부터 4차까지의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WBC2012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신규추진과제를 발굴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 대책과 AEO 종합심사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수렴이
이뤄졌다.
제5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WBC2012를 보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의 주요
추진성과를,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정무역질서 확립대책 및 FTA 추진현황을, 제7차 위원회에
서는 한·미 FTA 발효대비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심의하였다.
현재까지 총 7회의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WBC2012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신규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의 수
립, 그리고 특정 시기 관세청의 주요 과제들을 이슈화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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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WBC2012 추진전략 수립·이행
1. 관세행정 발전방향
[표 5. 관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B efore

Af ter

운영방식

세관통제

⇒

자율관리

중심고객

기업

⇒

기업 + 국민

관세영역

국내

⇒

국내 + 국외

조직관리

규모

⇒

효율

WBC2012에서는 관세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추진해 나갔다.
먼저, 세관행정 운영방식을 ‘세관의 직접통제’방식에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자율관리’방식
으로 전환하여, 수출입 법규질서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고 법규준수도
가 높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율관리를 인정토록 하였다.
둘째로, 세관행정 서비스 대상을 ‘수출입업체’중심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는데, 마약 및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
키는 데 세관역량을 강화하였다.
셋째로, ‘관세행정의 글로벌화’를 통해 관세영역을 해외로 확대하였는데 WCO 중심의 세관서식 표
준화 및 전자문서화 등 국제표준 선도를 통해 관세영역을 해외로 확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세관’의 구현을 위해 창의·실
용적인 조직, 인사문화와 우수한 인적역량을 창출토록 하였다.

2. 추진전략의 수립·이행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선진무역강국을 실현
하는 World Best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5가지 분야에서 전략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세관으로서 신속통관 분야이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계를 구현하고 보다 편리한 여행자통관체계를 구축토록 하며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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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간섭하지 않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관으로서 자율심사 분야이다. Global Standard에 맞
게 심사체계를 재설계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투명한 납세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세관으로서 위험관리 분야이다.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의 지
원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을 근절하며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을 선도하는 세관으로서 국제협력 분야이다.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를 구축하고 국제관세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늘 열려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관으로서 조직역량 분야이다. 자기창조
조직화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및 인적역량을 강화하며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표 6. 5가지 분야 전략방향]
미션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비전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

전략방향

신속통관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세관

자율심사
간섭하지 않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관

위험관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세관

국제협력
세계 관세행정 표준을 선도하는 세관

조직역량
환경변화에 늘 열려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관

전략과제
○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계 구현
○ 보다 편리한 여행자통관체계 구축
○ 남북교역 활성화 지원
○ Global Standard에 맞게 심사체계 재설계
○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납세행정 구현
○ 신성장 동력으로 F TA 활용 극대화
○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근절
○ 위험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구축
○ 국제관세협력 강화
○ 자기창조 조직화로 내부역량 강화
○ 조직역량, 인적역량 강화
○ 조직관리 선진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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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난 5년 간 주요 정책성과

제1절 기업하기 좋은 선진통관·물류환경 조성
1. 선진통관체계 확립
국제적으로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국제관세환경도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면서 관세행정
의 Global화가 시급하였다. GATT체제 출범이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속통관에 중점을 두었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WCO,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세관서식
표준화·전자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선진통관체계를 확립하고자 하
였는데 이에 따른 세부과제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입출항 보고 등 일부 업무가 EDI 방식으로
처리되어 이용업체가 전송료를 부담해야 했고, 글로벌 물류공급망도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어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하목록 등 59종의 전자문서를 단계적으로 인터
넷방식으로 개발하였고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EDI 방식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1억 8천만건에 달하는 전자문서의 인터넷 전송으로 EDI 전
송료 등 약 4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2009.10월에 최종적으로 100% 인
터넷 통관서비스체계가 완성되었다.
둘째로, 무역서류 전자화를 통해 완전 무서류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종
이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제출키 위한 전자무역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각종 무역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무역비용을 절
감할 필요가 있었다. 무역서류별 전자문서 표준서식을 개발하고 민간유통 및 세관 제출 시스템을 구
축하여 연간 무역서류 유통·제출에 따른 무역비용 3,200억을 절감하고 무역서류를 100% 제출받아
심사함으로써 통관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으며, 2010년에는 항공화물 전자문서화를 완료하였다.
셋째로, 최첨단 수출물류체제를 구축하였다. 2007.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 확산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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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확정되고 WCO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교환 및 세관절차 혁신을 권고함에 따라 첨단 기술
을 이용한 물류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화물, 차량 및 용기에 RFID Tag와 리더기를 부착하
여 화물정보를 자동 입수함으로써 세관의 신고·확인을 대체할 수 있어 EDI 전송료와 화물관리 효율
화를 통한 비용이 절감되었고 화물처리시간이 도입전(‘09년 1/4분기) 1.17일에서 1.05일로 10% 단
축되었다. 2008년에 항공수입화물에 시범적용후 2009.12월에 항공화물에 전면 적용되었다.

2. 통관행정 대국민 서비스 제고
통관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고객 편의 중심형 행정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7년 해외여행자
가 3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2년에는 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를 위한 서비스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그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24시간 우편물 통관체제를 구축하였다. 정보환경의 변화와 신속통관을 요하는 EMS(국제
특급우편)의 급증으로 국제우편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통관업무 수행체제를 만들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부산항만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항공우편물 통관에도 적용하고 우범 우편물 선별기능을 강화시키기 위
해 수취패턴 등을 분석하고 재감우편물 C/S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 청의 국제우편물 통관
시스템에 각 기관의 업무를 전산 연계하는 Single Window를 구축하였으며, 2008.12월부터 시행
하여 각종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로, 여행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관검사환경을 개선하였다. 세관검사대가 개방형 구조로 되
어 있어 검사과정의 노출로 인해 여행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세관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유발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과정이 다른 여행객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관검사 장소를 폐쇄형으
로 바꾸어 여행자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 김해공항, 무안공항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인천공항 C,D구역, 2009년에 제주공항에 큐비클(칸막이)을 설치하였다.
셋째로, 고객 편의를 중심으로 한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휴대품 통관진행 상태를 여행
자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출국시 반송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있어 2008년부터 휴
대품 통관 진행정보 조회 및 인터넷 반송예약 신청 등 인터넷 기반 ‘휴대품통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그리고 휴대품 과세통관시 납부세액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 후 세관을 다시 방문하
여 물품을 찾아야 했으나 체납자, 사용목적 반입자 등을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세금 사후납부제’를
확대하여 80만 원 이하로 한도액을 늘렸고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신고
규격을 전자여권 크기로 변경하고 휴대품 면세범위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출국검사대, 반송대에서 제공하는 동시통역서비스를 인천공
항, 청주, 평택, 광주, 부산, 제주, 김해 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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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업무 재설계
무역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관 인력으로 인해 업무처리상의 한계가 나타났고 통관체제
효율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통관체제 효율화를 위해 통관업무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는데 재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불법수출 방지와 교역안전 확보를 위해 수출체계를 개편하였다. 수출물품의 경우 대부분
의 통관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도난차량 밀수출이 나타나는 등 검사의 실효
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행 화물에 대해 100% 수출국에서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시범운행하는 등 불법수출 차단 및 교역안전 확보를 위한 수출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현행 신고지(내륙지) 검사체계를 선적지 검사체제로 개편하고 전산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 2009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행 SFI(Secured Freight Initiative :
방사능물질 검색체계)도 2009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수입통관업무의 수행체계를 개편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수입신고
서 처리에 한계에 다다르자 업체별, 물품별 위험도에 따라 심사방법을 차등화하는 ‘Two-track 일괄
통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Two-track 일괄통관심사제도란 저위험건은 신고서 주요항목을 간이
심사하여 여러건을 동시에 일괄하여 결재하고 고위험건에 대해서는 신고서 전체항목 및 추가정보를
집중심사하여 건별로 결재하는 제도이다. 2009년에 본부세관별로 통관정보분석팀을 설치하고 운영
하였으며 구역기준으로 업무분장을 통일화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2절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1. 심사체계 재설계
관세심사체계는 1996.7월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방식으로 전환 후 2000.1월 건별·기획심
사를 정비하였고 이후 종합심사, 자율심사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심사체계가
복잡해지고 중복심사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후심사가 주로 세액추징(enforced compliance)
에 치중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informed compliance)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였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은 위험관리기법과 업체
별 정보분석을 통해 무역흐름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역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해 ‘수입건별 통
제방식’에서 ‘기업별 통제방식’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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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재설계하였다. 중복되고 복잡한 세관심
사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WCO는 수입건별심사에서 기업별 심사로 통제방
식의 전환을 권고하였고 우리 청도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인해 심사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2009년에 종합심사와 기획심사를 양축으로 하는 기업심사체제를 구축하고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는
세액 외에도 외환, 원산지, 수출입요건 등 전반적인 통관적법성까지 심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자율심
사와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AEO 제도로 통합하여 성실업체에 대한 일괄적 관리 및 혜택
부여를 일원화하였다.
둘째로,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종합심사를 수행하였다. 2008년 심사업무 수행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표로 한 종합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청에서
는 2009.4월에 시행된 AEO 제도와 연계하여 기존의 종합심사제도를 재정립하고 기업상담전문관
(AM) 제도 신설 등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율법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심사체계를
마련하였다. 종합심사를 통해 업체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세액 분야 및 지재권, 원산지 등 통관적
법성 관련 오류 내역을 확인·시정하고 심사결과와 AM 관리를 통해 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기획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성실기업 관리에도 주력하였다. 성실업체에 대한 자율성 제고
중심의 심사체제 개편에 따라 탈루위험도가 높은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에 의해 정교
한 정보분석을 통한 엄정한 기획심사가 수립되었다. 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심사선별 시스템, 법
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을 통하여 기획심사대상 선별을 고도화하고 정교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사회관심품목으로서 저가신고 및 품목분류 분쟁 가능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업체, 외환과다지급
업체 및 조세회피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 등을 중점 기획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류 수입업체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건별심사를 보정제도로 전환하였다. 건별심사는 적발시 2년 전의 수입통관 건까지 소
급되어 추징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기획심사가 다시 실시되어 중복
심사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
는 보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6월 내 보정신청시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하고, 확정건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금지하여 사후추징을 배제하였다. 또한 6월 내 세관장이 발견한 오류도 업체에 통
보하여 자율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신고세액의 조기확정 및 중복심사의 근원적 차단으
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2. 수출기업 지원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유발된 경제 위축,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경

23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제활성화 지원대책(CARE Plan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Encouragement)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
원정책으로 2008.4월 처음 도입한 이후 5차에 걸쳐 연장·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총
1,205개 중소업체에 약 5,779억 원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실시하여 약 94억 원의 금융비용 절
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
에 의해 체납자가 된 216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징수하기 어려웠던 213억 원의 체
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233억 원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
아줘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CARE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예상 세수범위 내에
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처한 회생가능기업 등 흑자 수출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의 통관 시
납부세액에 대해 전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의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
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의 세액추징에 대해 일괄 납부시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신용담보 한도액을 환율상
승폭과 연동시켜 확대함으로써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다.
둘째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자동환급대상업체１)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119개 품
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관에 환급청구가 없어도 세관 자체 특별
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하여 체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세·신생·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관·심
사·FTA·AEO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AEO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
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 중 80%까지 지원하였다. 그리고 Customs Mentor를 활용하여 기업애로 해
소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용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을 무상 보급하
였다.
이처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상생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１)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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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중심 투명한 심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입가격 및 용역비에 대
한 이전가격 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고도화로 IT 및 Digital
Convergence 복합다기능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납
세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해지는 각종 납세관련 제도가 불편하고,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인해 추
징을 당하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각종 납세관련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
서 쉽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로, 납세자 중심으로 품목분류 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 사후추징의 상당수가 품목분류의 어
려움에 기인하여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한 추징액이 매년 400억 원 이상이었고 국가간 품목분류 분
쟁이 급증함에 따라 품목분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38개로 분산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1
개 고시로 통합하고 ‘인터넷 품목분류 용어사전’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WCO 제44차 HS위원회에
서 DMB폰을 우리 의견대로 종결시켜 수출물품 품목분류를 지원하였고 WCO 인증 품목분류 교관 양
성 워크숍에 1명을 파견하여 국제전문가를 양성코자 하였다.
둘째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제도를 개선하였다.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무역
거래가 날로 증가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사후심사 추징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
세·국세청간 평가방법 차이로 동일한 수입물품에 두 가지 과세가격이 존재하고 과세당국의 중복조
사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간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를 체결하여 관세·국세청간 평가방법을 조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윤경비율 산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관계거래 인정사례 발굴 및 관세평가포럼에 상정하여 이전가
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4. AEO 제도의 도입·확대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역안전을 위한 물류
보안제도와 규정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초창기 물류보안제도는 보안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지연시키는 무역규제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
장하는 국제규격의 무역안전규정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수립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AEO이다.
즉, AEO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관과 민간간 협력표준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국내에서
도 도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하여 기업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다.
첫째로, 안전한 국제 물류공급망 구축을 위해 AEO 제도를 시행하였다. AEO(Auth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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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 화주, 운송인, 창고운영인, 신고인 등 수출
입 무역에 관련된 경제주체 중 공인된 기관(세관)으로서 무역안정 및 원활화를 위한 기준 심사를 통
과한 경제 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관세법에 AEO제도를 명문화하고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AEO 업체가 받는 혜택으로는 통관절차상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담보 범위를 확대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과징금을 경감해주며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2012.2월에 181개 업체,
255분야에서 공인이 이뤄졌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둘째로,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였다. AEO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
고 미국, 일본, 중국, EU등 전세계 AEO 시행국들이 상호간 인정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도 참여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자국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상대국에서도 검사 생략 등 자국 AEO
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상
대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였는데 대외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하되,
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차례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3개국과 체결하였고 2011년에 일본, 뉴질랜드와 체결하였다. 향후 EU, 중국, 러시아, 브
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거점 국가와 협정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절 불법대외거래 차단을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1. 수입물품 안전 대책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축산물, 가짜 항생제, 멜라민 함유제품, 인육캡슐 등 불법·저질 먹거리와
의약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전방위 먹거리 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특히 불법·저질 먹거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수입단계에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첫째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우깡, 만두 등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고
2008년 파나마에서 가짜 감기약으로 115명이 사망하는 등 불법 먹거리·의약품의 반입으로 국내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비식용으로 통관 후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식탁안전 등에 직결되는 주요 수입품에 대해 유통이력관리를
도입하여 통관 후 불법 용도전환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차단코자 하였다. 특정물품에 대해 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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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리제를 도입하였는데 외국공급자로부터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물품의 수입·
유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용도 불법전환 및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 육류(쇠고기
등)에 대하여 우선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표 7.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2009.1.1

수입쇠고기 12개 부위(SRM 관련 내장, 혀, 척수 등)

2009.8.1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2009.10.27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둘째로, 통관단계에서 국민안전과 환경 위해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대하였다. 물품의
수출입 시 구비요건은 62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32
개 법령으로 식품, 의약품, 총포, 마약, 야생동식물 등 국민건강·사회안전·환경보호와 직결되고
통관 후 확인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생
활 및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안전·환경 위해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보다는 철저한 차단을
하도록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추진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확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고 관계기관과 통관단일 창구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확대 병행을 추진
하였다. 그 결과 석면함유제품, 폐전자제품류,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일명
보톡스) 등을 추가하여 35개 법령, 4963개 품목(HS103단위기준 11,881 품목의 41%)으로 세관장
확인물품을 늘려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먹거리와 위조상품의 반입을 차단코자 하였다.
통관절차 간소화에 편승한 농수축산물 불법반입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환경하에서 실제로 불량·저질
농수산물 밀수와 육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범죄가 증가하였다. 사회
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농수축산물은 주요세관(서
울, 부산, 인천, 평택)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상시 단속하여 왔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우범품
목의 동향을 분석하고 선별을 강화하였다.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철저하게 확인하였는데 전
국단위 중점 단속품목(7개 품목) 및 세관별 특화품목(16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역별 기동단속팀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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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국단위 중점단속 품목 및 세관별 특화품목]
전국단위 중점단속품목(7개)
세관별 특화품목(16개)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조기, 오징어, 한약재, 쌀
북어, 활조개, 황기, 인삼, 고추, 활어, 멸치, 죽순, 소금, 곶감, 쥐치포, 홍어,
미역, 서대, 미꾸라지, 고추장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저질·저가 수입물
품의 국내산 둔갑 증가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요
구가 증가하였으나 원산지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단속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미취업자와
생산자단체 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위반 정보수집 등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원산지 단속보조요원을 2009.6월에 1차적으로 141명 채용하여 총
300명을 채용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소속의 품목별 원산지 민간전문가 36개
단체 161명을 지정하였다. 또한 한우협회,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하여 원산지표시 위
반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점단속품목별(쇠고기, 한약재, 고추 등) 위반 시기
(휴가철, 추석절, 김장철) 및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2.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근래에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국가로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위
조상품특별단속 등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제적 동향 및 한·미 FTA, 한·EU FTA 협상 결
과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수출입통관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코자 하
였다.
먼저, 지식재사권의 보호범위를 디자인, 특허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디자인권, 특허권 등
에 침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세관의 국경단속 권한은 상표권, 저작권에 한정되어 있었고, 한·EU
FTA 협상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경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를 위해 국경조치를 신청하고 침해판정 및 민·형사절차 이행을 위한 적합한 프로세스 설계 및
전문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관세법에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
권, 디자인권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경선에서의 포괄적 보
호로 위조·불법 복제물품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발명가·저작자 등의 창의적인 생산
및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신속·정확한 권리구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재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2009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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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20년 만에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체계(IPIMS :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이 글로벌화·다양
화되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여 위험관리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고 지식재산권 침
해물품을 식별하고 유통시장에 대한 정보가 세관에 유입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이에 침해물품 단속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업무프로세스 별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세관
과 지식재산권리자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
식재산권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침해식별요령과 진품·위조품 이미지를 탑재하고 침해감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조확인 요청 및 감정서발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침해물품
을 공시·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조품 출시 및 거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사회적 외환거래 단속 강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행정측면에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고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밀수·테러자금 등 불법자금
이 늘어나면서 단속업무도 증가하였다. 증가하는 단속업무에 대응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고자 불법자
금의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혐의업체 자동선별을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우범 혐의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외환자료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를 위해 3가지 방식의 모형을 개발하
였는데, 첫째로, 기존에 검거된 외환범죄 분석을 통해 우범변수를 도출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２) 등
을 이용하여 혐의업체를 자동선별하는 모형, 둘째로, 우범업체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셋째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모형을 개발하였다. 외
환거래 모니터링 구축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외환거래 우범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혐의업체를 자동선별함으로써 정보분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외환거래의 과학적·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업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

２)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 이미 검거된 범칙자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특성을 찾아내어 비범칙자 데이터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혐의건을 선
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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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FTA 이행관리를 통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여
FTA 체결국이 급속히 증가하여 EU, 미국 등과 협정이 체결되고 중국, 캐나다, 호주 등과 협상
을 개시하여 거대 경제권 대부분과 FTA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FTA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관
세율 하락과 세율구조의 변화로 인해 관세환급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
역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FTA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FTA를 신수출성장동
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기업지원을 하
게 되었다.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도 제공하였
다. 본부세관별 FTA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2009.2월부터 10월
까지 318개 업체 특혜관세 96억 원을 환급하였다. 그리고 기업실무자용 FTA 업무매뉴얼도 발간하
여 산업별 특화된 FTA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로, FTA 특혜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한 원산지심사를 고도화하였다. FTA 확대에 따른 우회수
입 등 위반행위 증가 및 원산지 증명요건 완화 추세에 대응하여 형식적 요건 심사에서 원산지 결정기
준 충족여부 등 실질적 심사로의 전환이 필요케 되었다. 이를 위해 실질적요건 심사를 강화하였는데
본부세관별 특화심사반을 구성하고 협정별·원산지 기준별로 다각적 선별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원산지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FTA 수입 및 원산지 심사 동향을 분석하였다. 원산지심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FTA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원산지심사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부가가치기준 심
사기법 교재를 개발하였다.
셋째로, FTA 체제에 적합한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였다. FTA 확대로 인한 무세 및 저세율품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금이 감소하여 수출지원책으로서의 관세환급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
에 따라 FTA 원재료 환급사용비율을 감안한 간이정액환급률을 2008.12월에 개정 고시하였다. 또한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틀에서 운영하여 종합심사업체는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
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업체는 환급세관 관할 본부세관 기획심사부서에서 상시 관리토록 하
여 소요량심사체제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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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관세행정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국가간 협력강화
2005.6월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SAFE Framework 개정과 2006.2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협약인 개정교토협약 발효와 같이 WCO 주도에 의해 관세행정 업무가 국제적
으로 표준화되고 선진통상 국가 실현을 위한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가간 통관자료를 시범적으로 교환하였다. 무역거래량이 많은 국가, FTA 체
결국 등 통관자료의 교환 실효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 교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화물보안 시범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 데이터모델 및 물류보안 관련 국제표준 적용을 확대하였다. 세
관 신고항목 및 업무프로세스의 국제표준에 따라 외국세관과의 통관 정보 공유로 신속 통관을 지원하
고 우리나라 통관 신고항목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었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정보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싱가폴, UN, 미국 등 경
쟁국가와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미 그 나라들이 선점하고 있어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표 9. UNI-PASS 수출현황]
시기
2005. 10.

(단위 : 달러)

국가

금액

카자흐스탄

42만

2008.

3.

키르키즈스탄

47만

2008.

4.

도미니카

2,850만

2009.

3.

몽골

554만

2009. 12.

과테말라

300만

2010. 12.

에콰도르

2,163만

2011.

8.

네팔

383만

2011.

8.

탄자니아

266만

2011.

9.

에콰도르

1,582만

2012.

8.

탄자니아

1,961만

8개국 (10건)

10,148만

합계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개발도상국가에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뿐 아니라 국
제 관세행정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화 컨설팅, 초청세미나, 전문가 파견 등 전략적으로 수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중남미·동아프리카연합·아세안 등 관세제도가 유사한 지역협력체를 중심으
로 UNI-PASS를 수출하고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자통관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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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해외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UNI-PASS 통관시스템을 수출대상국 관세행
정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수출용 UNI-PASS 패키지’３)를 개발하여 시스템 구축시간 단축 및 비
용 절감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총 8개국에 10,148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4회에 걸쳐UNI-PASS 수출국 세관직원 총 39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선진세관행정 기법 전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청의 관세행정 노하우를 확산
하고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관세행정의 표준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2. 해외 기업애로 해소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통관 애로현상이 빈발하고 해외관세정보에 대
한 수요가 증대하고 상황하에서 해외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별 해외통관지원체계를 강화하였는데 크게 발굴 단계, 해소 단계, 피드백 단계 3개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발굴 단계에서는 KOTRA, 무역협회, 재외공관 등과 함께 해외통관애로사례
수집통로를 개설하고 관세청장회의시 현지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였고 해소단계에서는 통
관애로사례를 관세청장회의 의제로 선정하여 외국세관당국의 관심과 긍정적 검토를 유도하고 해외
현지 관세관, 주한 외국 관세관, 관세청 능력배양프로그램 수료자 등을 이용하여 해외 컨택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피드백 단계에서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활동 진행상황을 관련자에게 실시
간으로 고지토록 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해외현지에서 기업간담회를 2008년 베트남, 러시아, 폴란드를 시작으로 2009년 이스라엘, 카자
흐스탄, 인도, 러시아 2회, 2010년 독일, 러시아, 브라질, 2011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까지 이 기간 동안 총 16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내부적으로는 일선세관, 관세평
가 분류원, 업무부서 등을 연결·총괄해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나 해외통관애로 접수가 가능한 단일창구와 국가별 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
록 하였다.

３) 수출입통관, 수출입화물, 징수, single window, APIS 총 7개 모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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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내외 평가

제1절 정부업무평가
지난 5년 간 관세청은 선진일류세관(WBC2012) 추진전략의 성실한 이행과 마무리로 2010년 정
부업무평가 종합순위가 폐지되기 전년도인 2009년까지 5년 연속 청단위 부처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부문별로도 우선,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現정부의 국정철학의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발굴탐사단」 등의
활동을 통해 2008년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全부처 규제개혁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사업평가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
침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예산집행을 계약발주 기준이 아닌 자금의 기업도달 기
준으로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2008년 재정사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2년 연속 全부처에서 재정사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추진,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 민생침해 수입 물품 및 국제범죄 단속 강화, 관세행정 국제화와 개도국 지원 확대, FTA 효
과 극대화를 위한 FTA 총력지원체계 운용 등 매년 핵심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핵심정책을 선
정함에에 있어서도 現 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 기업투자 촉
진, 수출지원 대책, 물가안정, 공정사회 구현, FTA 활용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국정운영을 관세행
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발굴·시행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핵안보 정상회의 등 유례없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관세행정 차원에서 지원
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이나 대표 등의 신속통관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안전개최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데 관세행정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핵심과제 분야와 기관장의 정책관리 역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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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매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위
한 조직역량 집중을 통해 국민만족도, 정책소통·홍보, 성과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매년 우수 또는 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관세행정이 대내외적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계
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2절 국제기구(관) 평가
2008년부터 추진한 선진일류세관(WBC 2012) 추진전략은 통관·물류체계 선진화로 귀결되는 바,
수출입 기업의 성실도에 따른 업체별 관리체제 확립,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제도의 안정적
운영, IT기반의 모바일 무역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주
관하는 기업환경평가 통관분야에서 2008년도 3위를 기록한 이후 2009년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1
년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을 통해 선진일류세관으로서의
관세행정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여행자 5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선진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제
공항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항서비스 품질평가 세관분야에서 인천공항세관이 2005년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1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유지하여 여행자 통관분야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선진일류 세관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제3절 기타 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와 국제기구 평가에서 관세행정의 탁월한 성과와 함께 청렴도, 부패방지대책, 교육
훈련기관 평가 등 조직 역량을 나타내는 각종 외부평가에 있어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표 10. 최근 대외평가결과(`08~`11)]
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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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관기관

규제개혁
재정사업평가

연도별 평가결과
`08

`09

`10

`11

국무총리실

우수

우수

우수

최우수

기획재정부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제1편 총론

민원만족도

국무총리실

우수

-

우수

우수

핵심과제

국무총리실

-

우수

-

우수

정책관리역량

국무총리실

-

우수

-

우수

성과관리

국무총리실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정책소통·홍보

국무총리실

-

-

우수

-

(국민만족도)

※ 정부업무평가 5년연속 종합 1위(`05~`09, `10년부터 종합순위 폐지)

국제기구 평가
분야

주관기관

기업환경평가 (통관환경)
국제공항서비스품질

연도별 평가결과
`08

`09

`10

`11

세계은행

3위

1위

1위

1위

국제공항협회

1위

1위

1위

1위

※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 수상(`09.10, 세계 BSC협회 주관)

기타대외기관 평가
분야

주관기관

청렴도

연도별 평가결과
`08

`09

`10

`11

국민권익위

우수

우수

우수

우수

감사업무

감사원

최우수

-

-

최우수

부패방지시책

국민권익위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개인정보보호

행안부

우수

우수

우수

우수

교육훈련

행안부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지식행정 우수기관

행안부

최우수

우수

-

최우수

인사운영

행안부

최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창의실용 우수사례

행안부

-

대통령상(1)

총리상(1)

총리상(1)

장관상(1)

정보보안

국정원

최우수

최우수

-

장관상(1)
우수

※ 콜센터 품질인증(Korea Best Service 인증) (`08, 한국능률협회 주관)
정부기관 최초 가족친화 최우수기관(S등급) 인증(‘10, 여성가족부 주관)
지식혁신대상 우수상(`11, 매일경제신문사/Booz&Co 주관)
국제지식경영대상(MAKE Award) 대상(`11, 英텔로오스社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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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출입통관·물류

제1절 무역 1조 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통관체계 확립
1. 개요
우리나라는 2011년에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각각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무역량 급증환경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통관업무 수행체계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무역량 1조 불 시대에 맞는 통관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시점이다. 우리청에서는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품별
관리체계에서 기업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통관제도의 개선을 추
진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우리청이 시행중인 통관제도 혁신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무인전자세관 도입
(1) 개요
그간 관세청은 늘어나는 수출입규모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1996년도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
신고수리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P/L제도(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 도입 및
수입 C/S시스템(수입물품선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지속적으로 통관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통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여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는 통관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물의 흐름을 현장의 시선으로 재분석하고 새로
운 통관프로세스의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를 최소화하고, 우범업체에 대하여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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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집중하는 차등적(Two-track) 통관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11. 성실업체 수입통관 흐름도]

수입신고

직원심사

신고수리

반출

(업체) 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신청후 대기(최장 28시간)

현
최소: 0.1시간 최장: 28시간

행

(직원) 위
 험도 낮은 업체도 동일
하게 심사後 수리

평균2시간

(업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생략

개
수입신고

직원심사

즉시수리

반출

및 불확실성 제거

선
(직원) 高위험물품에 보다 집중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관세청은 AEO AAA 등급의 수출입 업체에 한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무역 1조 달러 시
대 선진통관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1.5.17 열린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수입업체·물류업체·관세사 및 세관직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업무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동 업무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시
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표 12. 업무설명회 개최현황]
구분

외부

내부

일시

대상

참석자

2011.5.12

수입업체

AEO 인증업체 통관담당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

2011.5.16

물류업체

하나로TNS, DHL,
제일관세법인, 한진해운

2011.5.31

관세사회

상근이사, 기획본부장,
기획부장, 기획부차장

2011.6.2

세관직원

6개 지방청, 직할세관의
수입통관 주무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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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① 무인전자세관 적용 대상을 관세청에서 성실업체임을 인증한 AEO 업체 중 트리플 A등급을 받
은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되, 감면물품이나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세관에서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
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하였다(‘11.5월).
② 2011.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EO AAA업체인 삼성전자와 앰코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11.12월에 수입통관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1월부
터 시범운영업체인 삼성전자와 앰코사가 각각 수원세관과 광주세관에 적용신청을 하여 본격 시행중
이다.

(4) 주요성과
무인 전자세관의 도입으로 AEO 성실기업의 경우 기존에 2시간 상당 소요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소
요시간이 신고 즉시 처리되어 감축된 시간만큼 기업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대폭 감축되었다.
삼성전자와 앰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7억 5천만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본격시행시 연간 약 537억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관의 입장에서도 세관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리를 생략하고, 그 대
신 고위험분야의 수입신고건에 관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무수행이 제
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신속통관은 유지하면서 불법수입물품 선별·차단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게 된
점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5) 향후과제
최근 AEO 공인 인증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과 물류업체도 AEO공인을
받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무인 전자세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전자세관 적용대상은 현재 수입업체의 신청을 받아 특정물품을 정하여 지정하고 있으
나 수입업체의 편의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업체의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업
체가 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동수리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해 나
갈 계획이다.

3.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1) 개요
관세청은 2009년 하반기에 완료한 인터넷 통관서비스체계 구축을 계기로 세관절차와 체계를 인
터넷 환경에 맞도록 개편하고, 세관에 제출하고 있는 각 단계별 민원서류 실태를 조사하여 중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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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0년 초에는 관련 현황 파악 후 수출입신고 관련서류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제출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Green Customs)을 선도하고 수출입신고시 화주·관세
사의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2011.4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입신고시 세관방문과 종이서류 제출이 불필요한 <수출
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기업환경 개선방안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13.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개념도]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관세청은 2006년 CMP 2010(관세청의 ‘세관현대화계획’ 프로젝트)에서 U-clearance 구현을
위해 ‘종이 첨부서류 없는 통관행정’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2007년에 첨부서류 전자화 방향을
신고서식 표준화로 설정하여 수입부문의 송품장을 전자무역서식으로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였다.
이후, 2008년 IATA(국제항공수송협회)의 e-freight 사업과 연계되면서 기존 수출입 무역서류
전자화와 함께 입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이해관계자 반발과 제도 설명회 실시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신고인의 세관방문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일부 관세사
업계에서 자신들의 수입신고물량 감소 등 불이익 우려로 반발하였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전국 관세
사를 대상으로 2011년 총 5회, 2012년 총 6회에 걸쳐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
고, 한국관세사회를 상대로도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기업 비용 절감사례와 효율성 등을 적극 홍보하
여 반대하는 관세사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참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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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
한국관세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영세 관세사무소의 전산환경 구비 등 충분한 준비를 위해 제도
시행일을 당초 2012.4월에서 2012.7월로 연기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종이서류 제출방식
과 전자적 제출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진내용
2010년 2월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2011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
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 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도입이 채택
되었으며, 이후 2011.8월 전자문서 저장 스토리지(40TB)를 확보하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2011.10월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전자문서 제출 원칙을 규정하였으
나, 시행 시기는 전산시스템 완료 등을 고려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2011.11월에 첨부서류 전자제
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11.12.28부터 2012.4.30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총
7개 관세사무소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4월에서 2012.7월까지는 기존 종이서류 제출방식과 병행하다가 2012.7.17부터 본격적으
로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2.7.17부터 2012.9월까지 운영결과 전자서류 제출 대상 수입신고건 189,642건 중 약 85%
수준에 해당하는 160.875건이 전자문서로 제출되었다.
[표 14. 첨부서류 전자제출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경과]
(단위 : 건, %)

P/L

서류

검사

관세사무소명

인천

A 합동관세사무소

937

795

737

615

200

180

64

51

공항

B 관세법인

1,388

1,3 4 4

1,125

1,091

263

253

73

67

부산

C 관세법인

1,93 4

326

1,395

-

539

326

99

28

D 관세법인

1,786

210

1,099

1

687

209

138

2

E 관세법인

869

702

613

546

256

156

79

-

관세법인 F

1,783

6

1,387

4

396

2

72

2

관세법인 G

1,915

325

1,363

-

552

325

109

4

10,612

3,708
(3 4.9)

7,719

2,257
(29.2)

2,893

1,451
(60.9)

63 4

154
(39.1)

인천

서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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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월부터는 서류제출대상 일반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 주요성과
향후 동 제도가 정착되면 수출입신고 첨부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어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민원
인이 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행정 효율성도 향상되어 관련 물류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등 최첨단 글로벌 통관환경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세청에서는 2013년 세계은행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통관환경 평가를 대비하여 세
계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 제도를 우리청 통관행정의 ‘퓨쳐비전(Future Vision)’으로 발표하였
다. 금년도에도 우리청의 통관환경이 고평가를 받는다면 이 제도가 크게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6) 향후과제
현재 이 제도는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수입신고건 중 서류제출 대상건에 대해서만 실시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P/L건(PaperLess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용량 증설 및 신고인의 편의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하여 명실공히
통관행정의 미래비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4.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 고도화
(1) 개요
통관단일창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추천 등의 요건확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세관
이나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함이 없이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한번의 요건신청으로 요건확인업무와 이
와 관련된 통관의 제반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One-Stop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이는 2004.9월부터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관장하는 8개 기관과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 2006.3월부터 식약청 등 8개 검사검역기관과 시스템 구
축이 완료되었다.
그 이후 매년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연계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2011년말 현재 34개 요건확인기관(53개 신청서식)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을 연계하여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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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수출입물품중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를 기존에 민간업체인 KT-NET의
ASP요건승인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가 구축된 2006년 이후에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를 통해서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정책수립 추진 시 대내외 소통 강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청이 주도하여 최초 식약청 등 8개 요건확인
기관과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매년 신규로 통관단일창
구 연계기관 확대사업 추진시에도 구축대상 요건확인기관의 전산팀 등과 충분한 업무협의 절차 등을
실시하였다.

(4) 추진내용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는 2004.9월부터 시작하여 식품검사, 식물검역, 동식
물 검역 및 의약품 등의 수입요건 확인업무를 관장하는 8개의 검사·검역기관(식약청, 수산물품질검
사원,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역원, 한국의약품협회, 의료기기협회, 치과기재협회, 동물약품협회)
과 통관단일창구 구축이 완료되어 2006.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7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마약류수출입허가서, 식
물검역원에 신고를 요하는 수출식물신고서, 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 및 축산물수출검역신청서, 운송
통보서 등의 요건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연계 확대사업 추진을 통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5개 요건
승인기관과 연계를 확대하여 통관단일창구 서비스 기관이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도에는 3단계사업으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도 높고 실질적
인 one-stop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들은 실무자 수
준의 T/F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자가 사
용하기 편리한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4단계 사업은 완성된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바탕으로 요건확인기관
을 확대하는 사업이었는데 4단계 사업에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업무 및 전파연
구소의 유무선 전자기기의 안전인증확인업무 등 2개의 요건확인기관을 추가하였고, 국제적 표준화에
부흥하기 위하여 WCO DM 3.0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5단계 사업에서는 한국종자협회 등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각종 종자
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업무와 관련된 6개의 요건확인기관을 추가하였고, 6단계 사업에서는 CITES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약사법 중 한약재 수입요건 확인업무와 관련된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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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기관을 추가하여 2011말 현재 수출입물품에 대해 34개 요건확인기관(53개 신청서식)과 통
관단일창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5)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싱글윈도우 시스템의 주요성과는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요건확인신청서와 세관 수
출입신고서를 동시에 제공함에 따라 싱글윈도우는 평균 1일 정도의 물류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매년
연간 630억 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2009년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Doing Busines evaluation)에서는 싱글윈도우
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싱글윈도우를 포함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UNI-PASS)에 대해
연간 20억 불 가량(2조 5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세관과 국내의 요건확인기관간 싱글윈도우를 넘어 글로벌 싱글윈도우 구축을 통하여 국가간
에 정보가 상호교류되어 외국의 수출정보가 우리나라의 수입정보가 되고, 우리나라의 수출정보가 외
국의 수입정보가 되는 형태로 국가간의 자료이동이 수월해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수입신고 품명·규격(용도) 표준화
(1) 개요
세계 각 국은 국제교역의 원활화와 수출입물품의 통일적 분류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수
출입물품을 6단위의 코드번호로 분류한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HS협약 체약국으
로서 HS 6단위를 기본체계로 수용하고 이런 기본체계에 우리나라의 자체 품목분류부호 4단위를 추
가하여 총 10단위 체계로 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업체는 부족세액 추징위험 해소와 법규준수도 향상, 다양한 통계정보 생성을 위하여
세관이 신고단계에서부터 오류방지를 위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통관 관련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선제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관은 수출입신고 정확성 확보, 세관장확인대상 관리, 효율적
위험관리, 통계분석을 위한 새로운 통관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등 새로운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FTA확산에 따라 HSK10단위 이하에서 품목별 FTA협정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상당수 존
재하고, 신종 마약류·부정의약품 관리, 전략물자 통제, 환경오염물질 관리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 공정무역질서 확립 등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세관의 종합적인 역할요구는 확대되고 있으나 현
행 HSK 체계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출입물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충분
한 기본 Tool이 되지 못하고, FTA·전략물자통제 등 국제환경변화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출입
신고서 작성시 기타 세번수는 전 품목의 26%이나, 수입신고건의 55%가 기타 세번으로 신고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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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용도를 비정형화된 텍스트(Text) 형식만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비정형화된 신고자료로 정확
한 통계 추출과 용도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정제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세관과
요건확인기관의 품명, 용도 기재방법이 서로 달라 비교 확인이 곤란하고 신고 품명을 다르게 신고하
여 요건확인 회피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현행 HSK 10단위에 ‘추가 단위(확장코드)’ 운용을 통하여 국제환경변화와 국가정책, 업체
및 세관의 필요사항 제공 등 다양한 관세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자체 ‘수출입
관리코드(HSKCS, 가칭)’의 활용을 통하여 수출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EU, 일본, 미국 등은 통상 HS 6단위에 2~4단위의 자국 품목분류코드를 추가하여 총 8~10단위
로 세분류하고 자국 수출입물품의 통계에 활용하거나, 각종 세율 등을 부과하는 전통적 목적으로 이
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 수행을 위하여 자국에 맞는 수출입물품 관리용 추가확
장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 강화
수출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식약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의 검사·검역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코드·법령코드·용도코드를 우리청 전산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검
사·검역기관과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4) 추진내용
현행 HSK 10단위에 ‘추가 단위(확장코드)’ 운용을 통하여 국제환경변화와 국가정책, 업체 및 세관
의 필요사항 제공 등 다양한 관세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자체 ‘수출입관리
코드(HSKCS, 가칭)’의 활용을 통하여 수출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당초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정형 Text로 입력하
던 품명·용도를 표준화·코드화하고 표준화 방식은 요건확인기관에서 사용 중인 품명·용도 코드
[식약청 용도 코드 사례 : 시험·연구조사용(F), 자사제품제조용(H), 판매용(G)]를 우리청 품명·용
도와 연계되도록 표준화하고, 신고방식은 표준화된 품목은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품명·용도의 입력
방법을 ‘타이핑(Text 입력)’에서 ‘클릭(여러 내용 중 선택)’으로 변경하였다.

(5)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수출입신고 품명·규격 표준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신고정보와 실제 수출입 물품과의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고, 무역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가격심사자료로서의 활용 등 수출입통관과 심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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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통관단일창구가 연계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해 표
준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점차 다른 물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6. 수출통관업무 수행체제 개편
(1) 개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1961년부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획기적인 발
전을 거듭해 왔으며 수출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통관 흐름의 원활화는 수출드라
이브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이후 국제적인 추세가 물류흐름의 신속 보다는 무역의
안전 요구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무역 안전 보장을 위해 출항지에서의 적극적인 세관역할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시에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은 수출관련 업무량 증가를 가져
왔고 수출관련 업무량 증가와 무역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의 상반된 상황이 수출통관행정의 생산성 제
고측면에서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출신고수리 후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로 이동하기 전 내륙지에서 수출물품 검사가 이루
어지던 기존의 수출검사제도를 수출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어 출발하기 직전 검사하는 선적전 검사제
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표 15. 선전적 검사제도 흐름도]

화주
① 수출신고

선사

관세청
② 적하목록
제출

운송사

(우범화물 선별)
반입정보 및
검사정보 송수신

⑥ 수출물품
검사정보

③ 수출물품 반입

⑤ 컨테이너 반입정보

EDI
중계사업자

④ 컨테이너 반입정보
⑦ 검사정보 전송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

수출
⑧ 수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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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
미국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선적지에 화물을 장치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물류비용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걸러내어 항만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직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물류지체의 방지와 국제무역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인 현재의 선적
전 검사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표 16. 수출검사 건 추이]
(단위 : 건, %)

구분

`09

`10

`11

수출검사 건수

4,690건

6,993건

8,723건

검사 비율

0.08%

0.11%

0.13%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위치한 컨테이너 보세창고 운영인과 선사들의 적극
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즉,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가 관세청과 전산을 연계하여 수출물품의 반입정
보를 관세청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관세청은 보고된 반입 컨테이너 중 우범화물인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09년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제도 설명회·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
다. 이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와의 전산연계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4) 추진내용
2009년도에는 선적전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전산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
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전산연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선적전 검사제도는 선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이 사전에 제출되어야 완전한 검사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사의 적하목록은 무역과정에 작성되는 서류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
보를 담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 시행을 추진
하였다.
2011년도에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선적전 검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관세법과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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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수출물품의 선적전 검사제도도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의 전산연계를 자발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표 17.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 전산연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총 항만 컨테이너 보세창고 수

전산연계 보세창고 수

총 물동량 대비 전산연계
보세창고 물동량 비중

부산

17개

8개

75%

인천

21개

7개

30%

(5) 주요성과
기존의 수출검사는 제조공장 등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신고지 세관)에서 수출물품 검사를 실
시함에 따라 물류지체 및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 검사를 선적지 검사
로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내륙지 검사가 축소되고 적재지에서 이동형 차량 등을 이용
하여 검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출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출검사제도의 개선으로 바꿔치기 등 불법물품 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차량
이동형 검색기를 통한 검사로 1회 개장검사당 소요되는 약 50~60만 원의 화주부담 비용을 절감하
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물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8. 방문검사와 선적지 검사 비교]
구분

내륙지 방문 검사

선적지 검사

장소

제조공장, 창고 등

CY, 보세구역 등

시점

컨테이너 적재 前

컨테이너 적재 後

방법

물품 이상 유무 확인

차량이동형 X-ray 검색

시간

4~5시간(출장시간 포함)

30분 내외

효과

원산지 위반 등 단속

허위신고 예방 및 적발

(6) 향후과제
선적전 검사제도의 성패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전산연계 강요는 반발을 야기할 것이므로 관세청은 다양한 방안을 통
해 전산 연계율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고, AEO 제도 등을 통한 각종 유인책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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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세청은 세계은행에서 매년 평가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통관행정분야 4
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이는 선적전 검사제도와 같은 창의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하
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무역 1조 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통관체제인 선적전 검사제도를 더욱 발전시
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관세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7.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
(1) 개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지난 2009년 82%, 2010년 88%, 2011년 97%로 G20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며,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 무역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수출입 무역통
계는 경제 및 무역정책수립의 근간이자 국내·외 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 등 경영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작성·발표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FTA, 서민물가 안
정 등 국정 현안의 해결과 부처별 정책 수립을 위한 무역통계 기초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적으
로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통계 분석·제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중국의 경우 해관총서내 무역통계 총괄부서인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에 21명이 근
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1개 지역해관(Customs District)산하에 총 360여 개 해관에서 600여
명의 직원이 통계수집과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는 무역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원시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통계의 다양한 공표기법
개발에 중요성을 두고 무역통계 담당과(International Trade Division)에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관세청의 경우 90년대 이후 무역통계 전담조직이 없어 고도화된 무역통계 분석요구
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무역통계 Raw Data 보유
기관으로서 무역통계의 기초가 되는 수출입 신고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오류검증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역통계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표 19. 최근 관세청 무역통계 교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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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교부건수

1,588건

4,13 4건

4,583건

6,325건

16,6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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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관세청은 이러한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년 2회 무역통계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
기·비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각종 무역통계 및 품목별 수출입동향 분석자료 등에 대한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계청,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KT-Ne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무역통계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연구 세미나 개최를 통해 통계의 활용 고도화 및 각종 무역통계관련 지
표 개발 등 무역통계의 사회적 역할, 정확성 제고 및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견교환
을 실시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4) 추진내용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무역통계센터장(4.5급 직위), 계약직 사무관(경제학박사) 및
민간전문가(경제학석사 및 전산전문가) 등 인력을 충원하여 2009.10월 관세청 조직 체계 사상 최초
로 무역통계 전담조직인 ‘무역통계센터’를 설치하였다. 무역통계센터 설치 이후 주요 경제이슈·동향
및 국정현안 등을 심층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켰으며, 다양한 맞춤형
고급 가공통계의 제공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큰 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기업 등의 무역통계 이용절차가 불편하고 무역통계 조회통로인 관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미공개 자사수출입통계 등 요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제출을
생략토록 하였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의 일부 컨텐츠로 제공되던 체계에서 2010.10월 무역통계 조회
전용 홈페이지(www.customs.go.kr/statistics)를 개설하여 조회가능 컨텐츠를 47개에서 57개로
확대하고 다운로드 기능의 추가, 텍스트 및 차트 기능 동시제공, 256개 시군구별 수출입현황 조회기
능 추가 및 FTA 통계 등 테마별 정보를 추가하는 등 기업 또는 국민 어느 누구나 원하는 통계를 쉽고
빠르게 조회, 다운로드, 분석이 가능토록하여 통계이용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2010.11월에는 외부사용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사용자 분석기능, 지역별 통계서비스
기능 등을 추가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무역통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관세청은 고품질의 무역통계서비스 제공 및 통관정보의 능동적 공유로 국가예산절감 및 국
민건강보호의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가의 수입치료제에 대
한 수입정보 제공으로 원가 부풀리기 사전차단을 통한 보험수가 수백억 원 절감이나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련 수입통관 자료 제공으로 연간 60만 건 이상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307
억 원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제역 관련 수출입동향, 원자재 가격상승, 일본 대지진 이후 대일 교역동향 및 새로운 수출
동력인 “한류”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석 발표와 더불어, 배추 등 신선채소류 수입물량
및 가격추세의 발빠른 보도로 채소류의 가격안정세를 예측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정책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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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기를 마련하여 정부와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 1. 관세청 수출입동향 발표(例示)]
- 한류, 새로운 수출동력 -

- 일본대지진 이후 수입동향 -

- 구제역관련 축산물 수출입 -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

서민 물가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입가격공개를 추진하기도 하였는데, 2008.5월 94개 소비재에 대
)
한 최저·최고·평균수입가격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부정기적4 )１으로
원유, 농축

수산물 등 서민 민감 품목위주로 100여 개의 수입물품의 평균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4) (정기적) 할당품목(12개, 일별), 농축수산물(55개, 주별), 원유(주별) 등 68개 품목
(부정기적) 계절 및 주요 소비시점 등을 감안하여 설·추석성수품, 생수·커피·와인·유아용품 등 생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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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2.3월에는 무역통계의 기초자료인 수출신고금액의 기재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
심사, 수리 후 3단계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는 ‘신고금액오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가격 공개관련(보도자료)]

(5) 주요성과
구제역, 원자재 가격 상승, 일본 지진 등 정부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정
책이슈 발굴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표 20. 기획통계 분석자료 제공현황]
제공내역
일본지진 이후
수출입관련자료('11.3월)
원유 수입가격 자료(`11.4월)

제공기관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

재정부 / 지경부 / 중기청

■ 일본 대지진 대응방안 마련(`11.4월)

재정부 / 지경부

■ 석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11.4월)

원유, LNG 등 연료별 수입신고
금액·물량자료 제공(`11.5월)

지경부

■ `11년중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기요금을 발전
연료비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

수입가격 변동내역 수시제공(`11.1~)

재정부

■ 물가안정용 긴급할당관세 시행(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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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 및 공익협회에 대한 관련 수출입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개선을
지원하였으며(’11년기준 6개 기관, `30,779백만 원), 무역경기 종합지수 및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
수를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수입물품의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다.

[표 21. 수출입통계 제공현황]
제공내역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련
수입통관자료
부품·소재산업 관련
수출입무역통계

농산물 수출입무역통계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농촌경제연구원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60만건 이상의 행정
업무간소화 → 예산절감액 30,768백만원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비 절감(11백만원) 및 행정업무 감소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조사인력 고용비용 절감, 정확하고 신속한 정
보수집 가능

(6) 향후과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및 입출항과 관련한 무역통계를 작성·교부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단순
한 무역통계의 집계 및 발표 역할이 아닌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무역정보의 분석·제공과 국
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8.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이 절에서 언급한 무인전자세관 제도, 수출입신고서 첨부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통관단일창구 연
계기관 확대, 수출통관업무 수행체계 개편 등의 과제는 선진 통관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
제들이다.
미래의 통관행정은 two-track에 기반하여 성실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우범물품
등에 대해서는 C/S고도화 등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통관업무 프로세스 개편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후면 어느 정
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관관리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전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환경평가를 하고 있다. 이 평가에는 통관분야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는데 우리청은 인구 1,300만 명 이상의 대인구국 기준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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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통관행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인
데, 우리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관분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관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제2절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수립·시행
1. 개요
2010년 초반부터 유럽의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의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 국내물가 상승률이 4%대를 상회하여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물가안
정이 2011년 후반기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최우선 정책방향이 되었는 바, 모든 경제부처가 물가안
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 관세청도 경제관련 부처로서 물가안정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2011년과
2012년도에 걸쳐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물가안정 대책수립
(1) 개요
2011년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청도 이러한 범정부적
추세에 맞추어 2011년 7월부터 관세행정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관세청은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의 가격이 급상승하여 서민생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명절 성수품의 신속통관, 관세환
급금 신속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월 농축수산물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
목을 선정하여 수입 평균가격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2011년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수립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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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할당관세 적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에 대해 사전논의를 거쳤고, 2012.1월 <물가안
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수립시에도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2012.3월에는 동 지원방안을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4) 추진내용
2011년 마련된 <관세행정 물가안정대책>은 물가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신고지연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물가관리품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가격 공표 추진 및
수입가격 공개품목의 확대, 수입물품 원산지단속 실시, 물가대책본부 구성 및 물가관리 모니터링시
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림 3. 물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 (물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통관소요시간 자료 추출·시계열 분석과 통관지체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보제공하는 시스템

2012.1월에 수립된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은 2011년 수립한 물가안정대책의 시행
결과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이 부족한 점과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FTA 관세인하 효과 부각이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는 바, 기본 추진방향을 신속 통관·관세 수입 확보 등 관세
청 고유 업무를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되, 병행수입 활성화·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수급조
절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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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2년도 관세행정 물가안정대책 주요내용]
1. 물가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통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등) 및 시장 조기반출 유도
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3. F TA별 주요 수입물품의 수입가격 공개를 통한 F TA 관세인하 효과 확산
4.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 확대 및 원산지위반 단속활동 강화

(5) 주요성과
우리청이 마련한 물가대책이 2012.3.9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범정부적 인정을 받
았으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반출명령 및 과태료 부과·보세구역 현장점검 등 물가안정대책
을 총력 추진한 결과, 물가관리품목의 입항에서부터 보세구역 반출까지 평균소요기간이 2011년 47
일에서 2012.9월 현재 3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2012.3월 전국 18개 물가관리품목 주요 통관지 세관에 총 12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물가
안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수시로 보세창고 운영인, 화주, 관세사 등 관련 종사자를 직접 대면하
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물가관리품목의 시장 조기반출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6) 향후과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올해는 시범운영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현재까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제도에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할 필
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할당관세 품목이 시장에 조기에 반출되어 물가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하도록 농림수산식
품부 등 관련부처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3. 물가관리대상품목 지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1) 개요
2011년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확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수입 공급자들이 적기에 이를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가격인하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중 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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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제
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1.9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에서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주
요 농축수산물을 관세청장이 ‘물가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고, 이후 2012.1월, 3월, 6
월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도는 반송의 신고)에서는 공항만의 신속한 물류흐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보세구역은 부산항·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에 위치한 보세구역
(’11년 현재 56개 지정)으로서 심각한 물류 적체현상 해소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국
가비전 달성을 위해 2004.8월부터 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물가관리대상 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2011.8월 최초 입안 예고시에는 할당관세 전 품목을 대상
으로 하였으나, 전 품목 실시시 업계 반발 및 과잉 규제 우려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품목을 조정하였다.

(4) 추진내용
2011.9월 돼지고기, 닭고기, 냉동고등어, 치즈, 분유, 밀가루 등 12개 품목을 ‘물가관리대상품목’
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고, 2012.1월에는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등 12개 품목, 2012.3월에는 돼
지고기, 건고추, 고등어, 밀크와 크림 등 11개 품목을 공고하였고 2012.6월에는 돼지고기, 치즈, 설
탕, 유당 등 7개 품목을 공고하였다.
상기 공고한 물품 중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2011.9월 제도 시행 이후 12월까지 총 42건, 24,225,000원,
2012.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416건, 279,466,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물가관리품목이 적
기에 시장에 반출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5)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물가관리대상 품목 지정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제도 시행으로 물가관리품목의 입항에서부
터 반출까지 평균소요기간이 2011년 47일에서 2012.9월 현재 3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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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물가관리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성과 등
을 모니터링하고, 보세구역 반출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련 법령 조문]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
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 3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
산세로 징수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신고기한”
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
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
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기한을 경과하
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7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2. 관세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부칙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물품은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 익일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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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내역]
○ 2011년 9월 공고

할당관세품목

돼지고기(냉장 또는 냉동)

닭고기
냉동고등어

분유

세번

적용기간

0203.19-1000

2011.12.31

0203.19-9000

2011.12.31

0203.29-1000

2011.12.31

0203.29-9000

2011.12.31

0207.14-1010

2011.12.31

0207.14-1020

2011.12.31

0207.14-1030

2011.12.31

0 3 0 3 . 74 - 0 0 0 0

2011.12.31

0402.10-1010

2011.12.31

0402.10-1090

2011.12.31

0402.10-9000

2011.12.31

0402.21-1000

2011.12.31

0402.21-9000

2011.12.31

0402.29-0000

2011.12.31

모짜렐라치즈

0406.10-1010

2011.12.31

크림치즈

0406.10-1020

2011.12.31

체더치즈

0406.90-1000

2011.12.31

가우더치즈

0406.90-2000

2011.12.31

배추

0704.90-2000

2011.09.30

무

0706.90-1000

2011.09.30

바나나

0803.00-0000

2011.09.30

파인애플

0804.30-0000

2011.09.30

밀가루

1101.00-1000

2011.12.31

1701.91-0000

2011.12.31

1701.99-0000

2011.12.31

설탕(식품가공용)

○ 2012년 1월 공고

할당관세품목
돼지고기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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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삼겹살(신선·냉장)

0203.19-1000

2012.3.31

삼겹살(냉동)

0203.29-1000

2012.3.31

기타(냉동)

0203.29-9000

2012.3.31

탈피한 것

0703.20-1000

2012.3.31

기타

0703.20-9000

2012.3.31

건고추

건조한 것

0904.21-0000

2012.3.31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크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303.54-0000

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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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와 크림

분유(전지·탈지)

버터
가공버터

치즈

달걀가루
설탕(식품가공용)
유당

냉동크림(지방분 6%초과~10%이하)

0401.40-1000

2012.6.30

기타(지방분 6%초과~10%이하)

0401.40-9000

2012.6.30

냉동크림(지방분 10%초과)

0401.50-1000

2012.6.30

기타(지방분 10%초과)

0401.50-9000

2012.6.30

탈지분유(지방분 1.5%이하)

0402.10-1010

2012.6.30

기타(지방분 1.5%이하)

0402.10-1090

2012.6.30

기타(지방분 1.5%이하)

0402.10-9000

2012.6.30

탈지분유(지방분 1.5%초과)

0402.21-1000

2012.6.30

기타(지방분 1.5%초과)

0402.21-9000

2012.6.30

기타(지방분 1.5%초과)

0402.29-0000

2012.6.30

버터

0405.10-0000

2012.6.30

데어리 스프레드

0405.20-0000

2012.6.30

버터함량 70%초과

2106.90-9023

2012.6.30

모짜렐라 치즈

0406.10-1010

2012.6.30

크림 치즈

0406.10-1020

2012.6.30

체더 치즈

0406.90-1000

2012.6.30

가우더 치즈

0406.90-2000

2012.6.30

건조한 것

0408.91-0000

2012.6.30

향미, 착색제 첨가

1701.91-0000

2012.6.30

기타

1701.99-0000

2012.6.30

유당 함유량 99%이상

1702.11-1000

2012.6.30

기타

1702.19-1000

2012.6.30

○ 2012년 3월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삼겹살(냉장)

0203.19-1000

2012.6.30

삼겹살(냉동)

0203.29-1000

2012.6.30

건고추

건조한 것

0904.21-0000

2012.6.30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크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303.54-0000

2012.6.30

냉동크림(지방분 6%~10%)

0401.40-1000

2012.6.30

돼지고기

밀크와크림

분유(전지·탈지)

버터

상세품명 및 규격

기타(지방분 6%~10%)

0401.40-9000

2012.6.30

냉동크림(지방분 10%초과)

0401.50-1000

2012.6.30

기타(지방분 10%초과)

0401.50-9000

2012.6.30

탈지분유(지방분 1.5%이하)

0402.10-1010

2012.6.30

기타(지방분 1.5%이하)

0402.10-1090

2012.6.30

기타(지방분 1.5%이하)

0402.10-9000

2012.6.30

전지분유(지방분 1.5%초과)

0402.21-1000

2012.6.30

기타(지방분 1.5%초과)

0402.21-9000

2012.6.30

기타(지방분 1.5%초과)

0402.29-0000

2012.6.30

버터

0405.10-0000

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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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버터

치즈

달걀가루
설탕(식품가공용)

테어리 스프레드

0405.20-0000

2012.6.30

버터함량 70%초과

2106.90-9023

2012.6.30

모짜렐라 치즈

0406.10-1010

2012.6.30

크림 치즈

0406.10-1020

2012.6.30

체더 치즈

0406.90-1000

2012.6.30

가우더 치즈

0406.90-2000

2012.6.30

건조한 것

0408.91-0000

2012.6.30

향미,착색제 첨가

1701.91-0000

2012.6.30

기타

1701.99-0000

2012.6.30

유당함유량 99%이상

1702.11-1000

2012.6.30

기타

1702.19-1000

2012.6.30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삼겹살(냉장)

0203.19-1000

2012.12.31

삼겹살(냉동)

0203.29-1000

2012.12.31

건고추

건조한 것

0904.21-0000

2012.12.31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크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0303.54-0000

2012.12.31

테어리 스프레드

0405.20-0000

2012.12.31

버터함량 70%초과

2106.90-9023

2012.12.31

모짜렐라 치즈

0406.10-1010

2012.12.31

크림 치즈

0406.10-1020

2012.12.31

체더 치즈

0406.90-1000

2012.12.31

가우더 치즈

0406.90-2000

2012.12.31

향미,착색제 첨가

1701.91-0000

2013.6.30

기타

1701.99-0000

2013.6.30

유당함유량 99%이상

1702.11-1000

2012.12.31

기타

1702.19-1000

2012.12.31

유당

○ 2012년 6월 공고

할당관세품목
돼지고기

가공버터

치즈

설탕(식품가공용)
유당

4. 수입가격 공개 및 물가지수 발표
(1) 개요
수입물품의 소비증가와 함께 수입물가 상승률이 30%를 상회하는 등 국내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
라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유통·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입물품 판매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서민생활에 밀접한 농축수산물의 국내 시장가격 안정화
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가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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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수입품목의 국외 평균가 대비 국내가격차]
‘09.12월
(
한국소비자원 발표)

타이어

쇠고기등심

바나나

삼겹살

와인

MTB

스킨로션

3.3배

3.1배

2배

1.9배

1.7배

1.4배

1.4배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9조에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물가관리
는 전적으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의 기능에 의해 개입·조정되며,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율 및 지급준비율 등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출입물품의 가치(Value), 가격(Unit Price), 수량(Quantum)의
변동추세 및 변동폭에 대한 통계지수인 대외무역지수(中國對外貿易指數)를 매월 발표하여 국민경제
분석 및 예측에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 및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물가 급등 등의 사태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을 운영중
이며 국가경제상 중요한 품목의 가격이 현저하게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의 안정
을 도모해야할 품목 또는 생산/수입을 촉진할 물품을 지정하고 표준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수입가격의 공개는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한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및 관련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민감한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당초 효과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특정 품목
별·브랜드별 원가 공개를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원가공개가 아닌 품목별·
원산지별 평균가격 공개에 치중하여 목표하였던 가시적인 가격안정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청,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식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서
민생활 안정 T/F’를 마련하고 국민,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며 수입가격공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의
차이가 커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유통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
가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가격공개 주관부처로서 계획 단계부터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영
업비밀 침해와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브랜드군별 가격공개 등 합법적인 공개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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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을 통해 통상마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4) 추진내용
정부는 2008.5월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90개 소비재에 대해 브랜드별 최저·최
고·평균수입가격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그림 4.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 보도자료]

그리고 2009.2월에는 관세법 제2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입품목의 가격 및 수량공개를 위한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공표시 공표품목을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
해 선정하게 되었다.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보고 등)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
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
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9.2.6, 법률 제9410호, 시행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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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관세청은 꾸준히 서민물가 민감 품목위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
여 왔는데, 현재 원유 수입가격을 주별로, 할당관세대상 품목 12개를 일별로, 농축수산물 60개 품목
을 주별 및 월별로 공개하는 등 68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계
절 및 주요 소비시점을 감안하여 설·추석성수품, 생수, 커피, 와인, 유아용품 등 생필품에 대한 수
입가격동향을 수시로 공개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26.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예시(例示)]
◇ (정기공개) 원유(주별, 월별), 할당관세품목(12개, 일별), 농축수산물(55개, 주별, 월별) 등 68개 품목(HS10단위 기준

97개 품목)
- 원유 수입가격공개 -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공개 -

◇ (수시공개) 계절 및 주요 소비시점 등을 감안하여 설날 성수품, 학용품, 승용차, 면류 등 서민물가 밀접 품목 등에 대한
수입가격 공표

- 설날 성수품 수출입동향 -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

또한, 2012.4월에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한-미 및 한-EU FTA
관세인하 품목중 서민물가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분석하여 공
표함으로써 관세인하효과가 서민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미반영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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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경부 및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의 전체적인 가격변화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농산물 29개 품
목, 축산물 4개 품목, 수산물 27개 품목를 대상으로 수입가격지수를 개발(’12.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수입가격 공개시 함께 발표하고 있다.
2012.3월부터는 수입가격지수 대상품목을 31개에서 60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기재부, 지경
부, 공정위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수입가격 모니터링 관심품목의 FTA발효 전후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한국소비자원 조사)의 변화추이 분석자료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언론 및 국민에 공표
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5) 주요성과
경제시장 및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생필품, 제수용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공개를 통하여 수입·유통·판매업자들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국내가격 안정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고, 수입가격지수의 개발을 통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또는 환율상승 등 외부요인
에 의한 물가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6) 향후과제
국내 시장가격은 물자의 수급, 전반적인 경제상황,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관계로 수입가격의 공개만으로는 물가의 실질적인 인하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수입가격공개에 대한 수입자 등의 반발과 모
델·규격별 세부가격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돌로 인하여 평균 수입가격의 공개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물가관리품목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통한 조기반출 유도
(1) 개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이나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할당
관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것
이 필요하나,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공급자들이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적기에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가
격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할당관세 대상품목(103개) 중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설
탕 등 12개 품목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동 물가관리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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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보세창고에 보관시에는 반출을 독려하여 화주 스스로 정한 ‘반출예정일’ 내에 반출되도록 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물가관리품목의 조기반출을 위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인 농식품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할
당관세 추천서 상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였으며(’11.9월), 2012년도 물가
관리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과 충분한 협
의를 거쳐 지정하였다.
특히 관세청 차원의 ‘물가안정 관리센터’ 설치 후, 보세창고 운영인·화주·관세사 등 업계 종사자와
물품 조기반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의 자율통제에 의한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3) 추진내용
① 물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11.9.2)
물가안정대책의 일환(’11.8.16)으로 주요 할당관세품목의 신속통관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요 할당관세품목의 물가동향, 통관현황 등 물가관리 정보를 관리자
用과 직원用으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27. 물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개요]
구분

관리자 用

직원 用

CKP > 경제상황모니터링 > 수출입물가 > 물가관리

전자통관시스템 > 정보조회 >
수입화물소요시간 > 물가관리

사용 목적

중점관리 품목의 가격동향 및 통관실태 확인

세관별, 보세구역별 통관지체 중점관리품목 파악

주요 내용

- 시장가격·수입가격 동향
- 추천·통관 물량현황
- 통관소요시간 추세
- 지체현황, 자동경보

- 세관별·보세구역별 실시간 통관현황
- 상세 수입자 정보
- 지체현황, 자동경보

시스템 위치

② ‘물가안정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12.3.29)
2011년에는 본청에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가대책본부(4개팀, 16명), 일선 세관에
는 현장점검반(17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12년도는 본부 세관 및 물가관리품목 주요 통관
지 세관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관리센터(18개 주요세관, 125명)를 설치·운영하여, 관세사·보세창
고 운영인·화주를 대상으로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 관련 간담회 개최(6회) 및 보세창고 현장점
검 등 반출독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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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세관별 물가관리품목 현황]
서울

성남·구로(돼지고기), 천안·청주(크림류),
안양(설탕)

대구

포항(고등어)

인천공항

김포(크림류)

광주

군산(치즈)

부산

용당(크림류), 양산(크림류)

평택

(돼지고기)

인천

수원(돼지고기)

③ 물가관리품목 보세구역 반출명령 및 과태료 부과방안 수립·시달(’12.4.3)
수입화주가 스스로 정한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근거로 물가관리품목의 반출명령 기준을 마련
하여, 세관장의 반출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도 엄격히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표 29. 물가관리품목 보세구역 반출일]
수입신고수리
① 반출예정일

15일 경과
② 반출예정일

③ 반출예정일

반출예정일

반출명령 시기

반출시기

①

수입신고수리일 익일

반출명령일로부터
15일까지

②, ③

반출예정일 익일

비고
신속화 보세구역
반출기준 고려
반출예정일 관리

(4) 주요성과
물가관리품목의 조기반출 지침 마련 및 보세구역 현장점검, 물가안정 관리센터를 통한 간담회 실
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물가관리품목의 통관소요일수가 대폭 단축되었으며, 돼지고기 등 물가관
리품목의 조기반출 대책 시행으로,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평균 통관소요일수가 2011년 47일에서
2012.5월 35일로 전년대비 26% 단축되었다.

(5) 향후과제
물가관리품목의 신속한 시장 반출로 수입물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위반업체 명단을 할당관세 추천기관(농식품부 등)에 통보하여 동 추천기관에서 향후 할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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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추천 배제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할당추천조건(돈육, 45일
이내 판매 등)을 이행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
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6.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도입
(1) 추진개요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
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5.21부터 시행 중 이다.
그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명품의 경우 ‘비싸야 명품’이라는 소비심리를 이용한 고가격 정책과 경쟁
대상이 없는 독점시장 형성으로 병행수입물품 가격대비 15%~51% 높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점을 개선하여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
게 된 것이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수입자, 품
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의 통관정보 수록)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물품임을 국가기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시행한 적이 없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 관세청에서 수입골프채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밀수입된 골프채가 많이 유통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골프채에 통관표지
를 부착하게 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는 수입된 골프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실시
하는 통관인증제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병행수입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에 병행수입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병행수입물품이 자국내 상표권
자나 전용사용권자 등이 수입한 물품과 모양이나 품질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가 구
매할 때 유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부착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위 수입골프채에 부착한 통관표지와 관련하여 가짜 통관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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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실제 표지를 부착하는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제 표지를 부착하게
될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며, 통관표지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누가 부착하면 좋을지 등과 실제 표
지를 부착함에 있어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둘째, 동일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지 법적으
로 하자는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제도 시행에 앞서 시중에 유통되는 권리자 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과의 가격비교, 주
요 수입물품의 병행수입 통계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 참여절차 등을 담은
팜플렛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에 제공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도 시행에 동
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진내용
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특수통관과장을 팀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3명씩 총 7명으로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수차례 T/F회의를 거쳐 표지첨부업체 선정방법, 표지첨부
절차, 표지형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내부 운영지침 제정
제도 시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세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적절히 수정 보완하
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와 사회정의 측면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최소
한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조상품에 표지첨부 등 불법행위 시 민·형사상 책임고지 등을 규
정하고, 업체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절차는 생략하였다.

③ 시범사업 업체 선정
제도 시행(’12.5.21) 후 참여희망업체로부터 표지첨부업체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등 법령위
반여부, 체납여부, 수입사실 등 성실성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5개 업체를 선정
하여 실시하고 있다.

(5) 기대효과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병행수입물품이 형식상 위조상품이 아닌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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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임을 신뢰하게 되어 병행수입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나
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병행수입이 확대되고, 불법 위조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장
치가 마련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표권자 등 권리자도 당장은 병행수입 활성화로 인한 경쟁부담은 있으나, 위조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피해가 점차 사라지게 되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수입물품간 가격경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며, 밀수품, 위조상품 등은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유통시장에서 퇴출되고, 결
국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6) 향후과제
불법복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는 않는지, 유사한 표지가 불법성행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의견 등의 적극 수렴을 통한 보
완과 소비자나 권리자, 관련 업체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
력해 나가겠다.

7.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우리청은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세행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
구하였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
한 수입통관 후에는 반출예정일 내에 시장에 반출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물가관리품목의 입항에서 보세구역 반출까지 평균소요일수가 대폭 단축되었다. 2011년
47일에 이르던 것이 2012년 상반기 중 32일선까지 단축되어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병행수입물품 제도를 활용한 물가안정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입물품간 가격경쟁을 통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정책목표하에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현재 이 제
도는 시범운영 중에 있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효과가 좋을 경우 많은 업체
가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시행 초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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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
1. 개요
2008년 중국산 유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성분이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
례가 있었다. 2011년도에는 인육캡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대지
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수입물품의 국경관리강화요구가 거세
었다.
관세청의 주요 임무는 수입물품 통관을 적정히 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목적 이외에도 민생을 침해
하는 유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불을 달성하여 2만 불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에 편승한 불
법·유해한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시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
관단계에서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원전사고에 대응한 방사능 검사대책 신속 시행
(1) 개요
2011.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수입물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
됨에 따라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즉각적인 방사능 검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일본발 수입화물과 일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대책을 신속하
게 마련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외국의 경우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정부는 일본원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에서는
관계부처별 실무회의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의 국내차단을 위한 대응전략 및 방사능 검사 대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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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계부처별 방사능 검사대상물품 지정,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정
부 차원의 매뉴얼(지침)을 마련하였다.

(4) 추진내용
관세청은 일본 원전사고 발생 즉시 주요 8개 세관(부산, 광양, 인천공항, 제주 등)에 15개‘방사능
검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항만세관에 부산항 4개 팀, 광양항에 2개 팀, 부산우편세관에 1개 팀
을 편성하였으며 일본발 컨테이너 화물의 95%가 부산항 및 광양항으로 반입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공항세관에는 인천공항세관에 4개 팀, 김포세관·김해세관·제주세관·공항우편세관에
각 1개 팀을 편성하였다. 방사능 검사팀은 일본발 반입 일반화물과 여행자 수하물에 대한 방사능 검
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발견 시 격리조치 및 관계기관 인계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였다.
일본발 수입화물 중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화물의 반입 유형별 방
사능 검사체계도 구축하였다.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부두하역 시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 터미널
에 반입된 후 화물분류 작업 시 휴대용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하도록 하였다.
특송화물의 경우 일본 원전주변의 위험지역(원전주변 12개縣, 도쿄都)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특송업체에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장비를 활용하여 특송업체와 협력하여 방사능 검사
를 실시하였다.
* (탐지장비) 세관검사장(11개 업체 입주) 2대, Fedex 6대, UPS 3대, DHL 1대 등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장비 2대를 협조 요청받아 후
쿠시마發 기탁 수하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세관(부산·김포·김해·제주·광
양·동해)에서는 확인된 피폭자의 수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협조하여 검사를 실
시하도록 방사능 검사체제를 구축하였다.
관세청은 수입화물의 방사능 탐지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방사능 오염 발견 시 통관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KINS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인계하도록 하고 동 기관의 조치의견에 따라 신
속하게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격리 보관하고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일본 원전사고 발생 즉시 8개 세관에 41개의 방사능 탐지장비를 우선 배치(’11.3월)하였으나 부족
장비에 대해서는 46대의 장비를 추가 확보(’11.12월)하여 총 87개의 방사능 탐지장비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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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확보 배치(’11.12월)]
본부세관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평택

합계

휴대용

3

12

21

7

9

6

3

61

컨테이너검색기용

1

4

3

2

1

1

12

구분

MI(메가포트)용
차량이동형(ZBV)

4
1

4

4

3

1

1

10

[표 31. 방사능 검사장비 현황]
① 방사능 탐지기(RPM)

제원
구성

방사능 탐지기(Radiation Por tal Moniors)

제조사

TSA사의 VM-250AGN

구입비용

2억 상당(대당 5,000)

측정방법

방사능 검출시 탐지

설치
장소

부산항 감만부두 인터지스(주) 터미널 입구

대수

4대

구성

플라스틱 섬광검출기(2), 분석장치(1), PCA 모듈(1),
센서(2), 모니터(1)

제조사

Thermo(미국)

② 컨테이너검색기

제원

구입비용
측정방법

자연방사능 허용수준 이상 검출시 탐지

설치
장소

부산신항(1), 인천항(2), 도라산(1)

대수

4대

③ 차량형 검색기(ZBV)

제 원
구성

벤 차체 및 X-ray 발생장치와 Detector를
내장한 Cotch로 구성

제조사

AS&E(미국)

구입비용

12억원 상당

측정방법

방사능 검출시 탐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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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 인천(1), 도라산(1)

대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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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휴대용 측정기

제 원
구성

검침기(1), 탐지봉(1)

제조사

Everline(미국)

구입비용

350만원/대

측정방법

방사능이 탐지되면 계기판 눈금이 9HV 이상으로 표시

설치
장소

인천공항 등 20개 세관

대수

28대

(5)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일본(후쿠시마)發 수입물품에 대해 원전사고 발생 즉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련 검사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을 적극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1) 개요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생산 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
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방
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
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예 :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
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함이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
를 취하거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
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
러,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사태에서와 같이 수입 식품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
한 먹거리 확보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수입식품 등의 원산지표시 강화로 국민들에게 알권리
를 보장해줄 수 있다.

◈ 멜라민 사태와 관련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대책마련 주문“멜라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각
도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08.9.28, VIP 국무총리에게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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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국가별로 원산지표시 제도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따라 1994년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마련되었다. 이 협정은 원산지규정 제
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원산지규정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포함하
고 있지 않다.
WTO는 이 협정을 기초로 하여 비특혜분야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즉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법, 연방거래위원회(FTC)규정, NAFTA에서 수입물
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제를 하고, 자동차라벨링법은 모든 미국내 판매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폭 넓게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법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경쟁법
에서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허위·오인표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편, EU는
관세법에 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각 회
원국의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 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 「수입품 원산지표시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원산지 표시 제도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관
련 규정 개정 등 정책 수립 시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의견
수렴과정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관련 생산자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도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드백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4) 추진내용
① 원산지표시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에서 중국산 수입식품류에 멜라민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수입식품류에 대하여 원산
지표시 확인 강화를 일선세관에 지시하였고(’08.10.1),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에 대해 해
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였다.
(’08.12.9)
또한, 2009.7.27, 2010.6.10, 2011.6.21 등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및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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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및 미표시 등 사례를 별표로 규정하여 세관직원과
민원인 상호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방법, 보수작업방법 및 조사의뢰 기준을 명
확히 하였으며 의류, 신발, 가방, 가구류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323개 품목에 대해 적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였다.

② 원산지 표시관련 질의회신사례집 발간
통관단계, 시중유통단계 단속과정에서 취합된 원산지 적정·부적정 표시사례, 질의회신사례, 원
산지 판정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집을 발간하여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업무에 대
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집행을 통해 민원불편 및 행정력낭비를 해소하였다.(’08.5)

③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사진전시회 개최
국민들의 원산지표시 식별능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 부산역사, 대구역사에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사진
전시회」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08.12.8~12)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마련
2007.4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시중유통 단속권을 확보하였고, 통관단
계뿐만 아니라 심사, 조사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09.6.22)을 마련하여 2009.8.1부터 위반횟수 산정을 기존 위반행위건 누적산정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별 누적산정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해 시
정조치만 하였던 것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주요성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까지 단속을 강화
하여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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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원산지표시위반 제재조치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07

‘08

‘09

‘10

‘11

시정조치(건)

11,094

9,959

11,414

9,73 4

8,052

과징금
과태료

건수

99

279

532

1,679

1,923

부과금액

476

8 48

2,324

4,126

9,356

건수

14

70

63

54

57

부과금액

4

67

47

96

62

* 과징금 : 5억 원(‘07)→ 8억 원(‘08)→ 23억 원(‘09)→ 41억 원(‘10)→ 93억 원(‘11)

또한, 수입검사 인력은 정체된 상황에서 수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수입검사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시스템에 입
력·D/B화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도 많은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 수입검사 비교현황(`05 vs `11) ]
구분

`05

`11

비고

1인당 검사건수

169건

229건

176% ↑

총 검사건수

295천 건

360천 건

122% ↑

수입검사 직원

1,749명

1,574명

10% ↓

[표 34. 원산지표시위반 유형별 적발현황]
위반유형

`07

`08

`09

`10

`11

미표시

6,969

6,721

7,502

6,827

5,860

부적정표시

4,010

3,127

3,576

2,521

1,7 7 7

오인표시

200

196

265

227

272

표시손상

25

73

85

109

86

허위표시

260

189

26 4

276

246

합계

11,46 4

10,306

11,692

9,960

8,241

* `11년 : 8,241건, 9,367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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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과제
원산지확인 업무, 원산지표시방법 적정성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심사위원회」 를 두고 있으나, 심의대상 안건을 자체결정하지 못하고(’11년 자체
결정비율 40%),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재상정함에 따라 본부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의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
(1) 개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쇠고기 파동이 발생했다. 그 때 식품안전에 민감한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열며 이에 동참하였다. 이에 많은 언론들도 동참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
하였다. 그 우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수입 식품의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조작과 원산지 둔
갑이었다.
즉, 수입당시는 해외원산지였으나 유통단계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또는 공업용으로 들어온 수
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복잡한 유통과정과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음식점과 유통 상인들을 한번에 관리·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올랐고, 이것이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표 35. 원산지 조작 및 원산지 둔갑 적발사례]
<식용둔갑 적발 사례>
ㆍ 공업용 냉동먹장어 → 식용장어('03.01월)
ㆍ 사료용 대구머리 → 식용 볼떼기탕 원료('03.06월)
ㆍ 공업용 천일염 → 세척ㆍ재포장후 식용 천일염 ('07.11월)
ㆍ 공업용 부패식용유 → 식용 식용유 ('08.08월)
ㆍ 중국산 천일염 → 국산 천일염 둔갑 유통('08.12월)
ㆍ 공업용 천일염 → 세척ㆍ재포장후 식용 천일염 둔갑유통('09.03월)

<국산원산지 둔갑 적발사례>
ㆍ 태국산 금밀복 → 위생증명서 위조 불법수입 적발('08.05월)
ㆍ 중국산 양파, 단무지, 돼지내장 → 국내산 원산지둔갑 유통적발('08.12)
ㆍ 중국산 소금, 한약재, 미역, 고춧가루 → 국내산 원산지둔갑 유통적발('09.1)
ㆍ 중국산 조기 → 국산 조기로 원산지둔갑 유통적발('09.01월)
ㆍ 태국산 금밀복 → 말레이시아로 우회 원산지세탁 불법수입 적발('09.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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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반입된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소비자권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해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로 반입된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정보
가 전무함에 따라 Recall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유통단계에서 퍼
져 있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은 유통업자들의 자발적인 회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09.1.1부터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동 과제가 포함되어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포함('08.10)
17. 수입품 유통이력 관리체계 마련('09.하, 관세청)
- 1 . 섬기는정부 ≫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3>식품안전 강화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통이력 관리제도와 유사하게 쇠고기 등의 자국생산품 및 수입품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며, 유통·판매의 과정에서 업자들의 자율적 방식의 관
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독일 등의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신고되도록 프
로그램을 설계하여 가장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국가와는 다
르게 시행하였다.
[표 36.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흐름도]
도매업체

소매업체
②
②

①

소매업체

수입차
②

①
도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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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입신고와 동시에 코드화되어 지정된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유통이력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
관리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후 수입자가 도매업체에 양도한 내역(①)을 신고하며, 도매업체는 소매업
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시스템 신고하는 방식으로 고안한 것이다.
즉, 이는 수입품의 수입 신고와 동시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유통업자 서로 간의 감시에 의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 및 세관은 시스템에 신고되는 유통이력내역을 실시
간으로 확인가능하며, 필요시 즉시 해당업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 왔
다. 식품분야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국산품과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또한 수차례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지속적인 소통과 업계의견을 경청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의 지정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
계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유통이력 신고시스템도 개발하여 2012년 내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4) 추진내용
① 2008년도 : 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고안하고 추진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쳤다.

② 2009년도 : 쇠고기를 시작으로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관세법에 관련 조
항을 신설하였으며,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금밀복, 안경테를 신규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
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③ 2010년도 : 한의약 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10년에는 식품용 황기, 식품용 백삼,
식품용 구기자, 식품용 당귀가 신규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냉동고추, 뱀장
어, 선글라스,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가 신규 대상물품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쇠고기의 경우 농림
수산식품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10.12.22자로 관리가 전면 이관되었다.

④ 2011년도 : 지속적인 유통이력 대상물품 확대지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건고추, 향어, 활
낙지, 지황, 천궁, 설탕이 신규 대상물품이 되었다. 또한 신고인들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
일 유통이력 신고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81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⑤ 2012년도 : 산수유, 오미자가 신규 물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바일 유통이력 신고시스템을 본
격 시행하기 위해 현재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 등과 동 시스템을 전산 연계하여 유관기관과의 단속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표 37. 유통이력 대상업체 현황]
- (1차,‘09.1.1) : 수입업체수 113개, 유통업체수 1,852개
☞ 시행품목(1개) : 쇠고기 12부위
- (2차,‘09.8.1) : 수입업체수 1,289개, 유통업체수 967개
☞ 시행품목(4개) :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금밀복, 안경테
- (3차,‘10.2.1) : 수입업체수 2,329개, 유통업체수 1,981개
☞ 시행품목(5개) :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 (4차,‘10.8.23) : 수입업체수 388개, 유통업체수 3,783개
☞ 시행품목(5개) : 구기자, 당귀, 냉동송어, 곶감, 냉동조기
- (5차,‘11.3.1) : 수입업체수 279개, 유통업체수 1,189개
☞ 시행품목(6개) :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 (6차,‘12.5.1) : 수입업체수 10개, 유통업체수 12개
☞ 확대품목(2개) : 산수유, 오미자
‘09.1.1
(
~‘12.9.30)

구분

시행시기

합계
쇠고기(12개 부위)

'09.1.1

유통업체수

합계

4,285

7,920

20,170

113

1,852

1,965*

천일염 등 4개 품목

'09.8.1

1,289

967

2,256

活장어 등 5개 품목

'10.2.1

2,329

1,981

4,310

냉동조기 등 5개 품목

'10.8.23

388

3,783

4,171

건고추 등 6개 품목

'11.3.1

279

1,189

1,468

산수유 등 2개 품목

'12.5.1

10

12

22

'13년 추가품목(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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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판매한 내역을 관세청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내역 노출로 인한
불법행위 억제효과가 발행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이 감소하였다.

[표 38.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내역]
시행시기

품목

'09.1.1

적발시기 구분
'09년

'10년

쇠고기(12개 부위)

17

24

-

-

안경테

87

47

77

10

천일염

15

4

1

0

대두유

0

0

0

0

한약재(황기 등)

21

11

1

2

냉동 고추

21

8

2

0

'09.8.1

'10.2.1

'10.8.23

'11.3.1

'12년

뱀장어

2

18

2

0

선글라스

77

89

65

26

곶감

4

1

1

0

냉동조기

9

14

23

0

건고추

3

0

2

0

향어

0

0

0

0

활낙지

1

3

2

0

지황

2

0

0

0

천궁

1

0

0

0

사탕무우(설탕)
합계

'11년

0

1

0

0

260

220

176

38

또한, 수입 후 국내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하던 불량품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실재 농협 등 한약재 관련기관은 한약재에 대한 유
통이력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생산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가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6) 향후과제
지속적인 유통이력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수입통관 후 자행되던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
의 식용둔갑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량 수입물품의 수입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심적인 수입자, 판매자에 의해 주도되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형성과 이에 따
른 소비자신뢰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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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명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 통관관리 강화
(1) 개요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식품 파동, 중국산 유제품, 석면함유 탈크 등 국민건강 유해물품의 수입으
로 인한 국내외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허위·오인 유발 상품표시
물품의 수출입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표시는 식품위생, 공산품안전 등 중대한 공익에 관련된 제도로써 수출입물품으로부터 효과적
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상품표시 위반 수출입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식품위
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개별법령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
고 검역물품 이외는 통관단계 물품확인절차가 없어 시중단속 및 소비자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관세국경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관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잔존하고 있어 허위·오인표시에 대한 세관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업무 권한을 보
유하여 동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수입물품의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별법에서는 품목별로 표시사항·표시방법 등을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에서
허위표시 외에 오인·과대표시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행정조치와 형
사처벌을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및 홍콩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Ordinance)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표시, 포장을 규제하
고 대부분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HHS(Health & Human Services),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의 기관에서 규정을 공표하고 수입물품의 경우 이들 규정을
관세국경관리청(CBP)에서 집행하고 있다.
호주는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에 허위·오인·미표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제
7·9조, 제11·13조)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도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Ordinance)
에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제12조제1항)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 HKD 벌금(제18조)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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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허위·오인표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대책을 마련하여
2011.5.17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시 「무역 1조 달러 시대 선진통관행정 추진방안」의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관세청은 허위·오인표시 수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해 표시제도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관
련부처와 협의하여 수입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 「부당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
품에 대하여 통관을 불허하도록 관세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추진내용
①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상품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통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
230조의 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를 신설하였다. 관세법 제230조의 2에 세관
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
관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관세법 제230조의 2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의 통관제한)를 신설하고 관세법에 따
른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으로「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통관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2011.9.14(수)부터 시행하고 있다.

(5)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관세법 제230조의 2의 신설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상품표시·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을 철저히 확인하게 되었으며 최근 2년 간 통관단계에서 허위·오인 표시물품
총 39건 551천 불에 대하여 통관을 불허하여 불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적
극 노력하였다.
* ‘11년)
(
31건, 464천 불 → ‘12.1월~5월)
(
8건, 87천 불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허위·오인표시 물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수입
물품의 허위·오인표시 위반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세관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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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생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확대
(1) 개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각종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중에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세관장확인제도라고 한다.
이는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 차원에서 통관단계 확인을
최소화하여 그 대상품목 및 확인방법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1월 현재 HSK10단위 기
준으로 5,527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민생침해물품이 사전에 요건확인기관의 검증없이 국내 반
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통관단계에서의 심사강화에 노력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규범은 GATT에 규정하고 있으며, GATT 제11조에 수
출입물품에 대한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규정하고 있고, GATT 제12조에는 자국의 대외자금 사정이
나 국제수지보호를 위하여 수입허가 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GATT 제19조에는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제한 조치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GATT 제
20조에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금·은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조치와
GATT협정에 반하지 않는 특허권 등의 법률·규칙 준수를 위한 조치 등 수출입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추진내용
우리청은 민생침해물품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식품이나 검사·검역관련
주관부처들과의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세관장확인고시에 반영하였다
2008.12월에는 식품위생법상 관리품목인 식용 천일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공산품 유아용 캐리어 등 5개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009.10월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수출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폐기물 114개 품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수입 시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
린이용 완구의 범위를 현행 “작동완구”에서 “완구(플라스틱제, 목재, 금속제 완구)”로 비작동완구까
지 확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상 수입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
는 탈크(활석)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추가하였다
2011.2월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출입시 신고해야 하는 페이오트(peyote) 선인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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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석면함유 의류 등을 세관장확
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의 모든 물품을 필수확인대상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대상물품 중 필수확인대상 물품을 수출 후 반송되는 물품에서 식품위생법
상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변경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물품
중 수출 후 반송되는 물품을 필수확인대상 물품으로 신설 운영하였다.
2012.1월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전기제품 등이 국내 반입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프린터(HSK 8443.31-1010) 등 72개 품목,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입금
지 물질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의 적합성 사전확인을 위해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HSK 8426.12-1000) 등 35개 품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로서 누출사고 시 원상회복 불가능 및
사회적 비용이 큰 유독물 황산니켈(HSK 2833.24-0000) 등 77개 품목,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입금
지 물질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의 적합성 사전확인을 위해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HSK 8426.12-1000) 등 35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4)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관한 전세계적 관심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관
리를 강화하고, 불법수입물품 단속 효율성과 사전예방 측면에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세관의 국경조치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향후, 국민들의 먹거리 및 생활용품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침해물품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위해 세관장확인대상품목 확대를 통해 민생침해물품 단속효과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7. 수입식품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기준 마련
(1) 개요
2008년 발생한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주로 플라스틱, 접
착제, 주방용 조리대, 식기류, 화이트보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멜라민이 우리가 즐겨 먹
는 각종 식품(특히 분유, 과자류, 커피크림)에 들어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
고, 확인결과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들이었다.
2008년 국정감사 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보세창고 수입식품 위생관리 대책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정책 입안단계부터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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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검사·검역기관에 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및 간담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여 혹시 모를 정책입안과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
외 소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내 보세구역내 식품류 보관실태 파악 및 기준마련에 따른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수입식품류 보관 및 시설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과 갈등해소 등 충분
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3) 추진내용
보세구역은 수입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는 첫 단계로서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
나, 수입식품 보관기준이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약한 업무지침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보세구역의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시설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제재 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보세구역 실태를 파
악한 결과 냉장·냉동창고에 대한 온도유지 및 습도조절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냉장냉
동 수입식품에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2009.4월에 해당 고시의 입안예고와 함께 전국 보세창고 운영인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강화를 통
해 정책시행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발적인 참
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세관에서도 민간업체·유관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7월에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을 시행(‘09.8.1)하게 되었다.

[표 39.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시설
기준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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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별도의 방), 구획(칸막이, 커튼, Rack 등)하여 보관
-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보관하는 것도 허용
- 창고 바닥 내수처리, 방충·방서시설, 환기시설 구비
- 보관온도를 측정을 위한 온도계 비치
- (냉동) 영하 18℃이하, (냉장) 영상 10℃이하
- 바닥, 벽면 및 천장과 일정한 거리 유지
<권고사항> : (바닥) 4인치 이상, (벽) 18인치 이상, (천장) 1m 이상
- 부패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서늘한 곳에 보관
-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
- 농산물은 검사가 완료 시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 이행(냉장,냉동,포장된 식물 제외)
☞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 천막 또는 1.6mm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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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보관기준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추석 등 수입식품류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보세
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이행실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주요성과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품목인 수입식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 안전한 먹거리
수입을 위해 위생적인 보관·관리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해 보세화
물 반입단계부터 통관반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10.6.14)를 체결하여 유해식품 등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부정 수입식품 등의 수
입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단속이 되도록 체계화하였다.

(5) 향후과제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위
험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운영인에 대한 특허 또는 갱신
시 수입식품류 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운영상 미흡하다 판단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하여 수입식품 보관 운영인의 법규수행능력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8. 검사·검역 불합격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1) 개요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및 주요 교역국 다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증가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라 2011년 국정감사 시 검사·검
역 불합격 물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제는 2012년 관세청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로 선정되기
도 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
관세청과 검사·검역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5)２
)은
Single window 시스템

이 연계되어 있어 불합격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우선 현재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불합격 물품의 처리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
후 검사·검역 기관과 협의하여 불합격 물품의 처리결과를 검사·검역 기관에 피드백(Feedback)하
5) 2011.6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통합되어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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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폐기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3) 추진내용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업무처리 실태 확인에 착수하였다. ‘11년 검사·검역 기관으로부
터 통보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약 60만 건 중 0.5%인 약 3천 건이 불합격 물품으로 나타났으며,
불합격 물품 중 약 35%는 반송처리, 나머지는 전량 폐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폐기 시에는 부정
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관직원이 입회·감독을 하여 처리
되었다.
위와 같은 현황 분석에 따라 ①신속처리 유도, ②불합격부터 폐기, 반송 시까지 일괄 모니터링,
③검사·검역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등 3대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폐기비용 등의
문제로 화주가 연락 두절되거나 파산하는 등 불합격 물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통관부서와 화물관리부서간 협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불
합격물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조치 시 화물부서에 통보하게 하여 불합격 물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둘째, 불합격 물품에 대한 일괄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관별, 보세구역별 총
괄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셋째,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검사·검역기관과 협의를 통해 폐기명령에 따른 사후관리, 폐기입회
등 관리절차를 재정립하여 불합격물품의 결정부터 폐기, 반송 처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할 예정이다.

(4)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의 반송 및 폐기 실태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의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내
불법반입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어 위해물품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9. 주요성과 및 항후과제
일본 원전사고가 발생되자 우리청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공산물과 여행자에 대한 방사
능 검사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물품이 발견
된 사례는 없다. 그 만큼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검사/
검역 관련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식용 천일염, 유아용 캐리어 등 5개 품목이 200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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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고, 2009.10월에는 폐기물 관련 114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2011년과 2012년도에도 전기
용품 안전인증이 필요한 프린터, 이동식 양하대 등 219개 품목이 추가되어 시행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통관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현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 유통이력신
고 대상으로 관리된 품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쇠고기 품목 중 특
정위험물질(SRM) 12개 부위가 대상이었다. 그 이후 안경테, 천일염, 대두유 품목이 2009.8월부터
추가되었고, 한약재와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곶감, 냉동조기가 2010년도에 관리대상으로 추
가되었으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우가 2011년도에, 산수유, 오미자가 2012년
도에 추가되어 현재까지 22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식탁안전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보세창고의 보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보세화
물 반입단계에서부터 반출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검사·검역 불합격물품의
경우 불합격 판정이후부터 최종적으로 폐기 또는 반송될 때 까지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청은 통관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위해물품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제4절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물류 환경 조성
1. 개요
그간 수출입물류환경은 신속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9.11테러를 기점으로
신속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물류
제도를 안전성 위주로 변모시켜 왔는데, 이 절에서는 물류신속성은 유지하면서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가간 지정보세구역 및 특허보세구역 제도개선
(1) 개요
① 보세구역의 개념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미필 상태에서 장치·전시·제조·가공·건설·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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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
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
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② 제도개선의 필요성
지정보세구역의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독점 지정과 지정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특허기준 등이 모호하여 특허심사
의 객관성·전문성 결여 등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 특허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정보세구역제도로서 세관검사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세
관검사장·지정장치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지정장치장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등은 국내와 유사
하나, 운영주체·보관료 결정방법 및 기능 등은 차이가 있다.

[표 40. 국가간 지정보세구역 지정요건 등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지정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국가, 지방공공단체, 항만시설 건설·관리 법인
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지정방법

세관장 지정

재무대신 지정

운영 주체

화물관리인

운영협의회
( 세관, 지역 소유·관리법인, 임차인 등으로 구성 )

보관료

세관장 승인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일시 보관, 화물검사

외국물품의 하역, 일시보관, 견본전시, 가공

기능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미국·일본도 규정상 보세창고의 특허기준은 추상적이나, 세관장 재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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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가간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 비교]
특허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인적 기준

관세법 위반이력

각종 범죄이력

- 관세법 위반이력
- 화물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자본금

세관담보
(Customs Bond)

영업실적, I/S,
자기자본비율 등

시설·보안
기준

- 면적
- 외부침입 방지

T.D. 72-56
(16개 항목)

외부침입 방지

장소 기준
(세관접근성)

-

세관자체 설정

25km 이내
(상징적 조항)

양적 기준

수출입규모, 구매수요
(실제 심사 안함)

-

예상취급물량 분석

기업 신용

-

기업 신용정보
제공업체 이용

-

내부통제시스템

-

재고관리매뉴얼

사내관리규정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지정보세구역의 경우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입안예고,
의견수렴 (’11.3.23~5.14),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였으며, 특허보세구역은 특
허요건을 구체화·현실화하여 보세창고의 현대화·대형화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한 물류비 절감을 유
도하기 위하여 업체 및 일선세관 의견수렴 후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보세창고 특
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다.

(4) 추진내용
①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11.5.24)
그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독점으로 운영되어 온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제도를 경쟁체제에 입
각하여 공정하고 운영하고자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②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0.1.21)
본부세관 단위의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 물류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특허의 전
문성·객관성 제고 및 관세행정의 균질화를 도모하였으며, 건물구조, 장비, 보안시설 등 요건을 구체
화·현실화 하였고, 세관 직접규제를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보세사 채용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B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하고, 특허심사
시 수출입물동량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AEO 인증여부·법규준수도 등에 따라 특허기간도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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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일선 시달(’10.2.1)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인적요건, 시설요건,내부통제시스템 요건,
물동량 요건, 장비요건, 보세창고 내부통제시스템(화물관리규정) 등 특허심사 체크리스트(안) 제공
을 통해 특허요건을 구체화·정량화하고, 일선 세관의 체계적인 특허심사 업무수행을 지원하였다.

(5) 주요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대전세관 지정
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지정(’09.10.21)하였고,「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11.5.24)으로 화물관리인을 경재입찰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정장치장 화물관
리인에 대한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도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요건을 강화 (본부세관 특허심사, 법규준수도 평가 반영 등)하고,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보세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였다.

[표 42. 연도별 보세창고 운영현황]
보세창고
1,350
1,300

1,268

1,250
1,200
1,150

1,145

1,145

00년

01년

1,179

1,179

02년

03년

1,233

1,229

1,236

04년

05년

06년

1,287

1,306
1,262
1,210

1,100
1,050
1,000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6) 향후과제
지정장치장이 없는 부산신항 및 평택항에 대해서는 세관지정장치장을 확보하여 우범화물 등 위험
성이 큰 물품에 대한 화물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적 성격이 강한 선용품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등 특허요건 적용시
영업용 보세창고 요건을 준용하고, 보세창고 설영특허 시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와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단, 선용품 보세창고는 제외)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창고의 경우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물동량 충족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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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공급망 (SCM) 통합관리체계 구축
(1) 개요
미국의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이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균형을 위해 위험관리 및 업체평가에 의
한 무역공급망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WCO에서는 2003.6월 국가간 이동화물에 대한 신속·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 및 민간이 지켜야할 표준(WCO SAFE Framework)을 마련하여 2005.6월 총
회에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입규모가 1990년에 비해 2005년 318%나 증가하였으나 세관직원은 정
체 수준에 있는 등 수출입화물 증가와 제한된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안전을 위한 국제추
세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B/L단위의 대물(對物)관리에서 대기업(對企業)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표 43. 무역량 및 세관인력 변화 추이]

세관인원(명)
8,592

무역규모(억불)
5,456
3,941

4,427

4,287

4,462

`05년

`10년

3,326
1,349
`90년

`00년

(2) 그 간의 경과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별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는 2005.5월부터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시행세칙」 을 제
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4월 AEO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중복 평가를 방
지하기 위해 AEO 업체는 수출입물류업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해 ‘법규준수도 평가’를 ‘법규수행능력 평가’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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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법규수행능력평가 제도와 AEO 공인심사 제도 비교, 물류업체]
구분

법규수행능력평가

AEO 공인심사

평가 대상

전체 수출입물류업체(AEO제외)

심사신청한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선정

세관에서 평가업체 선정

업체에서 공인심사 신청

평가 내용

법규준수, 자율관리 역량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주기

연 1회 이상

공인 후 3년내 재심사

평가 방법

서면심사 원칙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

결과 활용

저평가 업체 집중관리
(예, 특허불허, 검사강화 등)

공인업체 혜택 부여
(예, 신속통관, 자율관리 확대 등)

(3) 추진내용
물류공급망 통합관리체계는 Non-AEO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령의 이행 정도 및 안전관리 수준
을 평가하여 법규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에 대해 세관의 감시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한 제
도이다.
제도시행 초기부터 2009년까지는 보세창고, 보세운송업체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포워더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평가대상업체가 1,500여 개에서 3,000여 업체까지 확대되었
다. 여기에는 수출입물류업체 중 물동량 기준으로 95%까지 차지하는 업체에 대해 법규수행능력 평
가를 실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 45.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개념]
평가대상

평가요소

업체자율관리

보세구역
보세운송사
선 사
항 공 사
포 워 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위탁업무
관세협력

<Low Risk>
법규수행능력 평가

물류 신속화

법규수행능력 제고

<High Risk>

중점관리

감시 집중화

법규수행능력 평가는 「관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관세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운영인, 「관세법」 제
2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
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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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대상으로 한다.
법규수행능력 평가는 법규준수도와 자율관리 역량을 측정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법규준수도 평가
항목은 신고정확도·관세법령 등 위반사항·관세협력도 등으로 구분되며, 자율역량관리는 경영안
전·시설기준·업무절차 및 내부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평가대상은 업무내용 및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평가방법으로 업체 자율점검표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세관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46. 법규수행능력 평가 절차]
전자민원
(UNI-PASS)
대상선정
(세관→업체)

자율점검
(업체)

(전산자동)
심사/등록
(세관)

서류
(우편/팩스)

결과통지
(세관→업체)

(수작업)

(4) 평가결과 및 활용
관세청에서는 평가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정수준 업무량(보세구역 : 전체, 기타 : 물
동량 95~99.5%)이 있는 대부분의 물류업체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A등급
(90점 이상) 부터 G등급(평가미이행업체)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그간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우수업체(A등급, 90점 이상)가 2005년 45개에서 2010년
1,067 업체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0년 평가업체 확대로 우수업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업
체 비중(’10년 38.8%)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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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도별 법규수행능력 평가추이]
전체 평가 업체수

연도별 A등급 업체수

3000
3,500

3066

기타
( %) A등급 비중

2,500
2000
1521

1394

2,000

1616

1466

941

340

(4.8%)
45

1,000
1000

1067

(22.4%)

1,500

1500

(38.8%)

A 등급

3,000

2500

500

1181

896

(42.5%)

(27.5%)
383

(28.4%)
417

687

1011

1049

929

07년

08년

09년

1999

0
50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5년

10년

06년

10년

201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포워더와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C
등급 이하 비율이 포워더 80%, 보세운송업자 49%로 보세구역(9.2%)과 비교해볼 때,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표 48. 주요 법규수행능력 평가 현황]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120

250

111
185

200

197

198

100

195

157
150

167

100

66

174
10년

84

21 28

11년

59

0
A

B

60

C

D

E

F

G

10년

48

128

117
66

50

82

80

40
20
0

41

39

40

27

8

4
A

B

C

D

11년

23

20
9
E

F

15

G

관세청에서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차등적용, 반입정지 시 행정제
재의 경감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규수행능력이 낮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특허의
갱신을 불허하는 등 법규수행능력 평가제도를 화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반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는 간이보세운송업자 갱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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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법규수행능력 평가 활용 물류업체]
물류업체

혜택사항

근거규정

갱신시 특허기간 AEO 10년, A등급 5년 B등급 3년

특허 가이드라인

분기별 재고조사 → A등급은 연1회

보세화물 고시

반입정지시 법규준수도 고려 50%범위 경감

특허운영 고시

간이 지정·갱신시 C등급 이하 불허

보세운송 고시

동일 세관 관할구역내에 보관창고 증설 허용

보세공장 고시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사용신고수리 전산 처리

보세공장 고시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서 일괄승인

보세공장 고시

설치·운영특허취소, 반입정지시 처분경감

보세공장 고시

타세관 관할구역에 전용창고 설치 허용

보세공장 지침

주의, 경고, 반입정지시 처분경감

보세판매장 고시

보세창고

보세운송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5) 향후과제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입물류업체의 AEO인증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
망이다. 그러나, 2012.9월 기준으로 AEO 공인을 받은 물류업체는 101개 업체(보세구역 15, 포워
더 68, 보세운송 10, 선사 6, 항공사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15,279개 업체)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요소
를 국제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출입물류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물류업체의 특허 및 등록 유지 시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자율관리능력 보유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하여 법규수행능력 평가제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수행능력 평
가하위업체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컨설팅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물류공급망 개별업체 평가에서 SCM 통합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등 수출입물류
업체 전반에 대해 법규수행능력 평가제도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수출입물류기업의
법규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수작업에 의한 평가에서 전산시스템(UniPass)에 의한 평가로 평가체제를 전환하고 각 개별규정에서 규정한 수출입물류업체의 개별점검을 법
규수행능력평가와 통합 점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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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
(1) 개요
9·11테러 이후로 국제간 화물이동의 안전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
국 반입화물에 대한 테러물품 적발 및 통제를 위하여 컨테이너 안전협정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약 30여개국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협정 체결 후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과 우리 세관 직원이 부산에서 고위험 컨테이너 선별,
검사 등을 합동 운영하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서 3년 간(’07~’09) GDP 대비 무역비중이
96.9%로 가장 높다. 독일이 84.7%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은 27.3%, 일본은 32.2%에 불과하다.
무역이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세국경에서 수출입화물의 관리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여 년 간 관세행정의 흐름이 물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면 이제는 물류 원활화와 무역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한 때이
다. 2012.4.1자로 시행한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9 · 11테러 이후 컨테이너도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美 관세청은
2002.8월 해상화물의 적하목록을 선적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24-Hour Advance
Vessel Manifest Rule)을 2003.2월 전면 시행하였다.
’04.1월부터는 해상화물에 대한 24-Hour Rule을 모든 화물에 확대 적용하여 모든 상업적 운송
수단을 이용해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운송형태에 따라 정해진 시한 내에
전자시스템(AMS:Automated Manifest System)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반입
화물 중에서 해상화물은 외국항 선적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NAFTA국가 등 인접지역
은 출발 전), 철도화물은 도착 2시간 전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과 대부분의 산적화물(Break Bulk cargo) 등 화물의 정보를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항에서
하역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통과화물이나 환적화물에도 적용된다.
만약 화물에 대한 記述이나 수하인의 성명·주소 기재에 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불가(Do Not Load)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운송인이 정확한 적하목록 정보를 정해진 시간 내
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 전체 화물 또는 해
당화물에 대해 화물정보 제출 시까지 양륙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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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 강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도입은 세관·물류당사자의 업무절차 개선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등 전반적인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동 제도 추진에 있어 우선 내부적으로는 수입적하목록의 작성·제출 주체가 국내 포워더에서 해
외(출항지) 포워더로 변경되어 화주의 사업자번호와 포워더의 부호를 입수할 수 없어 우범화물의 선
별·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외부적으로 수출업체의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출항 후 적하목록 제출 등 무역관행이 일시에 변화함에 따라 수출차질 등 물류당사자의 불만제기가
우려되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발적 정책참여 유도를 위하여 우선 세관 및 민
간업계의 물류(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30명의 규모의 ‘적하목록 사전제출 민관합동 T/F팀’을 구
성하였으며, 지난 2년여 간의 합동 워크숍·점검회의 및 물류당사자 순회 설명회 등 총 31회(인원
2,689명)의 의견수렴과 갈등해소 등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물류당사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시달하
였고, 해외 항공사·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영문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한
규정화 및 대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추진내용
적하목록(Manifest)이란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총 목록으로서,「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중수량 등)와 「공급망에 대한 정보」 (송·수하인 등)를 포함하고 있다. 세관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입항 적하목록은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는 위험관리
수단인 동시에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입항단계에서 통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관 절차와 연계됨
으로써 보세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출항 적하목록은 수출물품이 적법하
게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출이행관리의 기본수단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평균 700대 이상의 항공기와 460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였으며, B/L
기준으로 약 6만 4천여 건의 적하목록이 제출되었다.

[표 50. 2010년 입출항 현황]
( )안은 일평균

구분

항 공 기(대)

선 박(척)

적하목록(B/L기준, 천 건)

입항

130,185(357)

83,988(230)

15,839(43)

출항

130,163(357)

8 4,369(231)

7,8 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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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규모 증가, FTA 등 지역적 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복잡한 무역 구조 출현 등으로 세관
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WCO는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
시에 무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국 세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무역안전 및 원활화
에 관한 표준틀(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 SAFE
Framework)’ 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화물신고는 지리적 상황·운송수단 등에 대한 고려, 업
계와의 협의 등에 의해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WCO에서 권고하는 제출시한은 다음과 같다.

[표 51. WCO 권고 적하목록 제출 시한]
운송수단

신고 제출시한

해상

- 컨테이너 화물 : 출발항에서 적재 전 24시간
- 벌크화물 : 도착국 첫 번째 항구에 도착 전 24시간

항공

- 단기 : 항공기 이륙 시
- 장기 : 도착국 첫 번째 공항 도착 전 4시간

철도

- 도착국 첫 번째 항구에 도착 전 2시간

도로

- 도착국 첫 번째 항구에 도착 전 1시간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국가로의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50% 이상, 건수 기준으로는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늦출 경우 우리 수출 기
업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수출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예상되었다. 이
에 따라, 관세청은 2010.11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입
안예고하고, 2011.3월 고시를 개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관세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WCO SAFE Framework 권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근거리 지역의 특수성과 물류당사자의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52. 우리나라의 적하목록 사전 제출시기]
구분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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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입

○(원칙) 입항 24시간 전
○(근거리) 입항 전

개정
○(원칙)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 적재항 출항 전
○(벌크) 입항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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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적재 전

해상

수출

○(미국행)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 벌크, 환적) 출항익일 24시

○(원칙)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 적재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벌크, 환적) 출항 전

수입

○입항 전

○(원칙) 입항 4시간 전
○(근거리) 적재항 출항 전
○(특송) 입항 1시간 전

수출

○출항 익일 24시

○적재 전, 출항 30분 전 최종 마감

항공

다만, 수출화주가 AEO(A++이상) 인증기업이고, 전용운반선 이용, 非컨테이너 화물 등에 해당하
고 세관 감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해상 수출화물은 관세청장 승인 하에 출항 익일 세관근무 시
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출시기에 적용되는 근거리 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극동)에 한
정되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상 수출
적하목록의 경우에 한하여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
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고시 개정 당시에는 항공화물과 해상 수출화물은 2011.7.1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
계의 무역관행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과 통합테스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출화물에 대하
여는 2012.4.1부터 시행하고, 항공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2012.6.4부터 시행하였다.
해상 수입화물의 경우는 개정고시 부칙(경과조치)에 명기된 대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제도시행 추
이를 보아가며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벌금은 업계의 부담이 없도록 수
출화물은 3개월(’12.6.30까지), 항공 수입화물은 4개월(’12.9.30까지) 유예하였다.

(5) 주요성과
그간 수출물품은 물품 소재지(제조지)에서 검사 후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 반입 없이 선(기)적 되
었다. 더욱이 항공화물과 일부 해상화물의 출항 적하목록 제출시한이 출항 익일 24시로 완화되어 있
어 원산지 세탁·위조상품 등 불법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적하목록 사전
제출과 연계하여 수출물품 선적계획이 확정(CY 반입)된 후에 검사를 하는 선적지 검사체제로 전환함
으로써 ‘바꿔치기’ 등 검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 수출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로 우리 제품
과 국가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적하목록 제출자는 개별 B/L의 수출신고번호를 제출하여 검사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검사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때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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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선(기)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검사대상 여부는 선사·항공사 및 터미
널,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일부 포워더에게 제공하며 적재지 세관에서 검사하는 수출물품은 우선적으
로 차량형이동검색기(ZBV)를 활용한다. 검사하지 않은 물품을 적재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
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표 53. 터미널 반입 후 수출 신고한 해상화물 프로세스 예시]

② 적하목록 전송

선사

③ 검사대상 통보

수출시스템
(관세청 C/S)

③ 검사대상 통보

항만터미널(CY)

① 반입정보전송

① 반입정보 전송

③ 검사정보제공

세관

④ 수출 검사

운송인

제도가 시행되면 세관에서는 입항 적하목록을 조기에 입수하게 되어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함으
로써 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화물은 입항전 수입신
고 등 물류신속화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보세구역 반입 없이 하선(기) 즉시 반출이 가능하여 물류비
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표 54. 수입 항공화물 프로세스 예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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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적하목록 제출

화물적재(출항)

입항전수입신고

화물 하기(입항)

터미널 반출입

(항공사)

(조업사)

(화주, 관세사)

(조업사)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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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과제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중국 등에서 화물정보의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모든 국가들은 수출 차질을 방지하고 우범화물 통제를 강화하기 위
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는 점차 국제
무역의 Global Standard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각국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우범화물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관세국경 안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세국경을
국외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민간부문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는
관세행정의 물류 원활화와 무역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5. RFID 및 e-Seal(전자봉인)
(1) 개요
대외적으로는 WCO 총회에서는 무역 안전 및 원활화표준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회원국의 만장일치
로 채택(’05.6)하였고, 미국이 자국행 컨테이너에 보안장치 장착을 의무화(SAFE PORT ACT)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WCO교토협약에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세관과의 정보교환 및 세관절차 혁신을 권고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원활화와 더불어 안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와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통
관 프로세스의 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수출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우범
화물에 대한 감시영역의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RFID, e-Seal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
술을 활용하여 화물과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통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중단 없는 통관
체제를 지원하고, 안전한 수출입물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세행정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RFID 사례
○ 도쿄-암스테르담간 운송물류 글로벌 프로젝트(EPC global)
RFID를 이용하여 공급망을 표준화하고 공급망과 물류흐름의 가시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본에서
출하되어 네덜란드내의 유통센터로 선적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한 사례로, 일본과 네덜란드
관세청, CANON, NYTT, Nippon Express가 참여하고, 캐논의 Ink cartridges (Passive Tag)
제품을 대상으로 29개의 거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해 아래 그림과 같이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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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FID 사례]

○ 삼성전자 반도체 RFID프로젝트
삼성전자는 온양 → 산호세向 RFID시스템 적용에 이어 중국 → 산호세向 RFID시스템 적용하여
실시간 물류 Tracking 구현 및 검수체계 자동화를 구현하여 미국법인 창고 입출고 리드타임을 단축
(2.1H/일→0.9H/일)하고, 실물과 전산정보를 일치시켰다.

[그림 6. 삼성전자 반도체 RFID 적용 사례]

② 전자봉인 사례
○ (인도네시아세관) 수출 컨테이너화물e-Seal 부착 시범사업개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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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을 내륙항(Spoke/Inland Port)에 반입하여 세관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컨테이너
에 적입한 후 내륙항에서 선적지 항만까지의 운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선적지 항만 도착 즉
시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선적하도록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림 7. 전자봉인 사례]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RFID
관세청에서는 민간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설명회 및 민
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RFID기반 항공수입화물 조업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과
표준코드 제정을 위한 자문단 협의를 통해 RFID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
에는 RFID 기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를 확대 구축하였다.

② e-Seal
첨단 IT기반 해상수입화물 관리체제 구축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세관 및 민간의 현업담당자
와 공유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장인터뷰, 민관합동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 민관합동 T/F구성(6.21), 업무전문가 현장인터뷰(6.18~7.6 세관, 항만검수사), 1차 민관합동 T/F워크숍(7.15~16), 2차 민
관합동 T/F워크숍(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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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내용
① RFID
항공 수입화물의 화물터미널 반입-화물분류-재고관리-반출, 화물인수, 보세운송, 내륙지 보세
구역 반입-재고관리-통관·반출 등의 전체 업무프로세스에 RFID를 접목하여 최첨단 수입화물통관
체제가 정착되었다.

[그림 8. RFID를 접목한 최첨단 수입화물 통관 체제]

최첨단 수입화물통관체제에 기반하여 보세화물 단위별 통제와 함께 현장 중심의 기업관리체제를
병행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보세화물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신고정보에 기반한 통관진행정보 제공에서 실시간 물류정보가 결합된 통관 물류진행정보,
수출입 통관화물정보 통계에 기반한 미래예측정보 등 기업 물류경쟁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물류정
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② e-Seal
첨단IT기술을 해상수입화물 프로세스에 접목하여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수입화물의
추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의 입항·하역·반출 시 전자봉인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될 때까
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e-Seal의 등록에서 회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시스
템을 구축하고, 우범화물을 관리하기 위해 e-Seal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로 컨테이너 무
단개장, 지정 운송·하역통로 이탈, 컨테이너 출발·도착 등 이동 상황을 원격감시할 수 있는 화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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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합망도 구축하여 국경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반입화물 중 밀수 등의 우범도가 높은 화물을 선별하고, 대다수 선량한 화물은 신속 통관 지원하도
록 화물 c/s 를 고도화하고, 환적 c/s , 보세운송 c/s 를 구축하였으며, 입출항 보고·허가 시점(감시
정보)과 적하목록 제출 시점(화물정보)을 연계하여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하목
록 작성의 정확도도 차등관리하였다.

[그림 9. e-Seal 부착 회수 흐름도]

(5) 주요성과
① RFID
통관화물부문에서 실제 적용을 통한 RFID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을
통해 관세행정부문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 RFID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내역 (직접비) : 약 1,415억 원
- 통관물류 프로세스 간소화 (세관절차 10→4단계, 조업절차46→31단계)
- 항공 수입화물처리시간 (입항~결재) 25%단축 : 1.78일(`07년) → 1.33(`10년)

② 전자봉인(e-Seal)
우범화물에 전자봉인을 부착하여 밀수입차단효과 및 감시기회비용 절감 등을 통해 약 1,913억 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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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전자봉인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내역]
구분

금액(억원)

수출입기업 물류비 절감

188

밀수입 차단효과

1,517

보세화물관리비용
절감
우범화물 감시
기회비용 절감

14

194

내용
화주 희망지로 보세운송 후 검사하여 컨테이너 개장검사비 절감
- 46,910TEU(희망지로 검사화물 운송) × 40만 원(검사비용)
실시간 화물추적·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밀수입을 사전억제
- (관세법위반 2,675억 원 + 지재권침해 12,506억 원) × 10%(억제율)
세관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연 13%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 처리
- 상쇄·절감인력 × 1인당 인건비
실시간 원격 추적으로 기동감시 인력에 의한 현장순찰 감축
- 동행 추적·감시 소요인력 × 1인당 기회비용

(6) 향후과제
최근 수출입 물류관리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내 입항단계부터 적용되는 RFID 기술을 수출국
출항단계까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청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 환적화물 관리 강화
(1) 개요
환적화물은 그동안 컨테이너 물량 유치 등을 위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
나 최근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국내 환적 과정에서 ‘한국에서 수출된 것처럼’ 위장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한-미, 한-EU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환적화물을 가장한 원산지 세탁 우려물품의 불법 반출입 증가가 우려되어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관리
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 섬유협회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산 물품이 한국내 환적과정에서 한국산으
로 둔갑·수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국내 환적화물의 주요 공항만인 부산항과 인천공항의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였고, 추진과정에서도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절차를 마련
하되, 정상적 환적화물은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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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세관의 환적화물관리는 입출항적하목록의 대사확인을 통한 미선적 여부 관리 등 기본적인 사후관
리 기능만 유지되고 있고, 반출입절차 생략 등 절차간소화에 따른 환적화물 관련 세부정보의 부족으
로 위험관리 기능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7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입항, 보관, 출항 각 단계별 세관화물관리 Process를 개편하
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입항단계에서는 ①입항적하목록 제출 항목에 ‘목적지’ 및 ‘출항(예정)일’ 정보 추가를 통해 정보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②환적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절차를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
상적 환적 Route(중국 → 부산 → 대만) 이용 및 FTA 특혜 악용 소지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해 검사선
별을 위한 적하목록 심사를 강화하고 상시 검사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관단계에서는 ③반출입신고 및 컨테이너 적출입작업보고를 의무화하여 실물관리 기능을 복원시
킬 계획이다. 원산지세탁 우려가 높은 환적화물의 국내 이동경로 추적을 위해 반출입신고를 실시간으
로 전송받음과 동시에 물품 바꿔치기 등 우범도가 높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시 세관직원 입회 및 순
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GPS 및 무선이동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봉인(e-Seal)의 부착대상을 환적화물로 확대하고, 부착대
상 선별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출항단계에서는 ⑤환적화물 적재 시 출항적하목록 제출로 보세운송
신고를 생략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재운송 과정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즉 환적화물에 대한 입
항에서부터 출항까지 전단계 관리절차 마련을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실물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4) 주요성과
환적화물 관리 강화는 합법적으로 한국산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FTA 상대국에서 한국산 둔갑물품 적발이 증가할 경우, 선의의 동종
물품 수출기업들은 화물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고강도 원산지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
적으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역규모 1조 달러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환적화물 관리절차를 확립하여 대
외신인도 향상을 통한 환적화물 유치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5) 향후과제
환적화물 관리 Process 구축은 관세청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류당사자의 시스템 및 운영방식도 개
편해야 하는 작업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많은 물류당사자와 깊은 대화 및 의견교환을 통해 업계와 정부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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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세공장 이용 활성화로 수출기업 지원
(1) 개요
AEO 등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중심의 자율관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365일·24시간 제
조·가공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수출주력 보세공장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조립·포장·검사 등을 추가함으로써 보세공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매년 보세공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워크숍(’09~’12)을 정례화 하여 보세공장 생
산제품 원료과세 포괄신청제,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도입 등 관세청의 정책방향을 업체와 공유
하고 업체의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세공장 관련 협회·회원사와 건전한
Partnership 구축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3) 추진내용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 작업범위를 조립·선별·검
사·포장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출비중이 높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
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포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제조공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기간을 4월의 범
위 내에서 1년의 범위내로 확대하여 장외작업 이용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보세공장 잉여물품
의 실량 측정을 위한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반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장소에서 수입통관 할 수 있
도록 개선하였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의 도입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통한 경제안정 최적화 실현 및 글로벌 경제위
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 바,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6)로 전년도 수출신고금
액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지
정업체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사전신고 없이 우선 사용한 후 공휴일 다음날 일괄신고하도록
개선하였고 보세공장외 지역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토록 하였다. 자율
관리보세공장 지정을 통해 공휴일 원재료 先사용, 반출입, 보세운송신고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어 연
간 6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업체별 담당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별 원
6) AEO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 운송인, 포워더 등 물류주체중 관세청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증한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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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도 FTA형 특별보세공장 7)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대상을 추가하였다.
보세공장 관리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정된 세관인력으로는 보세공장 관리에 역부족하여 기업의 자
율관리 능력 보강을 위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의 시스템화 등 보세공장 관리요건을 보강하였으
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허심사를 위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주력 보세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평일야
간 사용 후 익일 사용신고 허용,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시 보세운송절차 생략, 동일법인간 보세운
송절차 생략 등 특례적용을 확대하였으며,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보세사 자체기록·유지 후 사후 분
기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밖에도 보세가공물품 수출적재 연장기간을 3월에서 6월로 확대하였으며, FTA 확대에 따라 보
세공장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4) 주요성과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의 도입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통한 경제안정 최적화 실현 및 글로벌 경제위
기에 능동적 대처하여 공휴일 원재료 先사용 및 반출입, 보세운송신고 절차생략을 통해 연간 60억 원
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보세가공범위와 FTA형 특별보세공장 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등이 세
금부담 없이 가공무역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향후과제
임가공 계약에 의한 제3자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하는 수탁보세가공을 허용하여 보세공장 가
동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등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제도를 널리 홍보
하고 보세공장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및 국내 가공무역 진흥을 위하여
보세공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8.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지원을 위해 RFID방식에 의한 화물반출입 제도를 시행하여 물류기
업의 물류비용 절감(약 1,415억 원) 및 통관프로세스 단축 등 물류신속에 기여하였다.
또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화물정보를 조기입수하여 우범성 분
석에 따른 선제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수출물품의 경우 CY반입 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7) FTA형 특별보세공장이란 FTA협정 체결국에 수출을 주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세공장 특허요건 및 통관절차를 완화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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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지대로 여겨진 수출물품 검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사전 우범성 판별
을 통해 우범화물은 철저히 검사를 강화하되 비우범화물은 신속한 물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류분야 관리체계도 기존의 대물관리에서 탈피하여 물류공급망(SCM)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
로 진행 중이다. 물류공급망이 우수한 물류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공급망의 자발적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EU, 한-미 FTA발효를 계기로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
청은 물류당사자와 적극 협력하여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5절 고품격 여행자 통관제도 구축
1. 개요
해외여행자 출입국 통관절차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모
든 통관절차가 그러하듯 여행자와 휴대품에 대한 통관절차도 여행자의 우범성 사전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범여행자의 경우 마약류나 테러물품 반입, 고가의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없이 반입할 우려가 큰
여행자 등으로써 세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대상이고, 그 외 대다수의 여행자에게는 신속통
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구세계육상대회, 여수엑스포 등 큰 국제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 개최
를 계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고품격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여행객의 우리나라
방문을 적극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여행자 통관제도의 혁신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선진 여행자 통관제도 도입
(1) 개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여행자 5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 여행자는 1990년
830만 명, 2000년 1,870만 명, 2010년 3,820만 명, 2011년 4,040만 명 환승객 460만 명 포함
시 4,500만 명으로 소득수준 및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방문 시 첫 관문인 주요 공항만 입국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행자통관 서
비스는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여행자에게 고품질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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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국가로서 國格 상승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여행수지 개선을 통
해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에서는 한정된 휴대품 인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행자에게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여
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 프로세스, 각종 제도개선 및 선진화된 통관제도를 도입·시행하
고, 외국인여행자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관세청에서는 매년 휴대품통관절차 등에 대한 선진공항만 벤치마킹을 위해 각 공항만 세관별로 해
외 선진기법 체험 등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 휴대품 통관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여행자휴대품 선진화 40대 로드맵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를 대비한 여행자통관체제 개편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과세대상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 추진 시 금융결제원 및 신용
카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신용카드납부제 홍보방안 등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였으며, 내국세 환급절차 전산화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면
세판매장과 민·관 합동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본격 시행 전 시범운영을 거
쳐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납부 확대시행 이전 체납관리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였고, 체납방지를 위해 세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SMS 안내, 가상계좌서비스 등을 도입함으로써 체납발생률 감소 및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그린캡 운영 시에도 각 공항만별 주요 입국 외국인 여행자 및 필요언어, 인력 등 의견수렴 후 적재
적소에 그린캡 요원을 배치하였고, 그린캡 요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
함으로써, 여행자 통관편의 증진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 전산 및 장비관련 부서 및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4) 추진내용
① 사후납부제도 확대 시행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
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이다. 2008.5월부터 사후납부 적용대상 한도를 납
부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8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상자를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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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하였다. 2012.7월부터는 사후납부 적용대상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진신고
한 여행자의 99.8%까지 사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관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56. 사후납부 적용범위 확대 내역]
구분

적용 한도세액

'05.3 ~ '05.5

10만 원

'05.5 ~ '06.5

30만 원

'06.5 ~ '08.5

50만 원

사후납부 대상
신용카드 내소지자, 공무원, 교직원
상장사 임직원

'08.5 ~ '12.7

80만 원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

'12.7 ~

100만 원

(체납자 등 일부제외)

또한, 사후납부 적용 한도세액 확대와 병행하여 체납발생 방지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등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표 57. 체납발생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등 개선사항]
시기
'10.10月

주요 개선사항
◆ 납부기한 전날까지 문자안내 3회 자동 발송
◆ 인터넷을 통한 납부고지서 재발급시스템 개발

'11. 1月

◆ 여행자 가상계좌 서비스 전면 제공

'11. 7月

◆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가상계좌번호 및 세액 문자안내
◆ 가상계좌 수납과 동시에 납부되었음을 문자안내

'12. 3月

◆ 최근 2년내 체납경력이 있는 자 또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체납경력이 있는
자는 사후납부 적용 제외

②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2008.10월부터는 여행자등 개인납세자에 대해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한도액은 2008년 200만 원에서 현재는 1000
만 원까지 상향조정 되었고, 이용가능 시간대는 09:00∼22:00에서 00:30~22:00까지 가능하게
하였으며,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1.5%에서 현재는 1%까지 인하되었다. 2010.8월에는 바코드 및
PDA를 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유치업무 수행 및 장치장 물품관리와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치물
품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였으며, 2011.11월에는 여행자정보시스템의 휴대품통관 업무처리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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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화하여 전산 클릭 횟수, 팝업창 수, 화면전환 횟수를 1/3로 줄이는 등 휴대품통관 업무 속도를
향상시켰다.

③ 여행자통관도우미 「Green Cap」 서비스 실시
2010.2월부터는 “친절”과 “적극적인 안내”를 상징하는 여행자통관도우미 「Green Cap」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다문화가정 출신자들로 구성(’12.9월 현재 총 37명 중 23명, 구성비 62% 수준)
된 그린캡 도우미는 입국장에서 녹색계통의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고, 뛰어난 외국어 소통능력을 발휘
하여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휴대품 통관과정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세관 유치물품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0. 그린캡 서비스 실시]
그린캡 발대식

그린캡 임명장 수여

신고서 작성 등 통역안내

특히, 몽골·필리핀·베트남 등 특수언어권 여행자의 의사소통까지 지원함으로써 입국 외국인 여
행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YTN 등 일부 언론기관을 통해 “모국어안내 서비스” 라는 제목
으로 여행자들의 감동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연합뉴스 등 50여회에 걸쳐 보도되어 관세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④ 세관반출확인 절차 전산화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1월부
터 세관반출확인 절차 전산화를 도입하였다.

Tax Refund : 외
 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 (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이마트 등 국내 4,000여 개) 에
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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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품구매 시 받는 여러 장의 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를 출국 시까지 보관
함에 따른 분실·훼손 등 부담 해소로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관 전산 반출확인 처리결과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와 자동 연계하여 환급처리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관련규정 정
비 및 무인 환급 자동화기기가 도입될 경우, K-POP등 新한류 흐름과 함께 IT강국·관광대국으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내 쇼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5) 주요성과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여행자통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인천공항세관은 국제
공항협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가 전세계 주요 186개 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여행자서비스만족도 평가(ASQ*)에서 2005년 이래 2011년까지 7년 연속 1위라는 업적을 달성하
여 명실공히 세계최고 세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ASQ(Airpor t S er vice Quality) : 매년 그 해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1:1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시설,
운영 등 만족도를 평가.‘항공업계의 노벨상’
으로 불리며, 1993년도에 처음
시행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외국인도우미(Green Cap) 서비스 도입 사례는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다
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
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다문화가정 사회기여부분” 우수사례로
선정(’10.10월)되었으며,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창의실용제도개선우수사례분야 행정제도
개선에서 국무총리상 수상(’10.12월), 다문화가정 출신자 채용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사
회정착에 기여한 공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11.5월)하였다.

(6) 향후과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국제적 통관환경 속에서 여행자통관 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다양
해지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통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안전한 통관환경 확보라는 고품격의
여행자통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여행자통관 제도와 절차를 선진화하고 국경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우범요소로
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여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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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세관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속적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여행자통관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수준 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여행자통관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고객요구
등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여행자통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G-20, 엑스포 등 국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휴대품 통관지원
(1) 개요
최근 국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 환경문제 등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문제, 핵안보 문제에 이르
기까지 국제적인 협력체제 방안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향상되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G20 정상회의(’10.11월), 핵안보정상회의(’12.3월), 여수엑스포(’12.5~8월) 등이 우리나라에서 개
최됨에 따라 각국 정상 및 정부대표 등 행사참가자의 입국시 첫 관문인 주요 국제공항만 등에서 개최
국의 위상에 걸맞는 신속·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제공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테러 등
우범요소에 대비한 검사강화 등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통관지원대책」 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우리나라는 2001 WTO 총회,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02 월드컵, 2005 APEC 정상회
의 등과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국제행사 참가자 및 반입물품 등에
대한 통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정리하여 2011년에 「국가행사 통
관지원 대책 업무매뉴얼」 을 제작, 전국 공항만세관에 배포한 바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므
로, 각 국제행사별 「준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관지원대책을 설명하고, 방송보도장비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반입장비목록 사전제출과 행사관련물품 확인서 발급 및 행사물품 표시를 위한 정상회의
식별표지(Tag) 부착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제행사
개최 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각국 정상 등 행사참가자 이동동선 및 휴대품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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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을 점검함으로써 차질 없는 출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휴대품 검사강화에
따른 통관시간지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행
사 개최에 따른 검사강화 등 조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입국장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관세청에서 통관지원대책 수립 후 각 공항만 세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통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관세청과 세관 간 특별통관대책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안
전한 통관지원 및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테러 우범 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전수검사비율 상향 등 휴대품 검사 강화에 따른 검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휴대품업무 경험이 있는 내륙지 세관 직원을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여 지원근무를 수행하도록 조
치하였다.

(4) 추진내용
① 주요 공항만세관 「특별통관대책반」 편성·운영
관세청 및 주요 공항만세관에 「특별통관대책반」 을 편성·운영하고, 24시간 신속통관 지원이 가능
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각국 정상 등 회의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위해 운송
수단(전용기·민항기)별로 통관지원 대책 마련하였고, 입국 정상 및 측근 수행원에 대한 One-Stop
「기측통관」 서비스(항공기 접현∼귀빈실까지 검색 없이 직접통관)를 제공하였으며, 총기류 등 안보위
해물품 확인은 경호처 및 외교부를 통해 사전 확인하였다.
기타 행사참석자에 대한 입국장 「전용통로」 를 운용하였다. 전용통로 주변에는 안내용 X-배너, 전
용검사대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사참가자가 손쉽게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대 분
위기 조성을 위한 대형 홍보물 및 X-배너를 설치하여 입국 첫 관문에서 행사참가자들로 하여금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행사관련물품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전담통관창구」 설치
행사관련물품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각 공항만별로 전용검사대 등 「전담통관창구」 를 설치하
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검사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였고, 주요 물품별 통관요령을 배포하
여 준비위원회가 확인하거나 ATA까르네로 반입한 방송보도장비는 전담 통관창구에서 즉시 재수출
조건 면세 및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식·음료품은 휴대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에서 면세통관하고, 준비위원회가 확인한 회의참석
자 직접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요건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세지·과일·육류 등 동·식
물 검역대상 물품은 현장 검역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였다. 준비위원회가 확인하는 장비 및 회의
자료에 대하여는 재수출조건 면세 또는 관세 무세 처리(인쇄물 등)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정상회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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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여행자의 물품에 대하여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통관을 지원하
였다.

③ X-ray 검사비율 상향조정 등 휴대품 검사강화
안전한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였다. 단계별로 일
제(전수)검사 및 핸디캐리 X-ray 검사 등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검사비율을 상향조정
하였고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세보다는 사회안전저해 및 안보위해물품 적발 위주로 전환하였다.
또한, 테러 우범지역을 출발·경유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사전 정보 분석 및 일제검사 등 불시단
속을 실시하였으며, X-ray 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탐지기 및 Body Scanner 등 과학검색
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여행자와 별도로 도착한 미검(선착·후착·오송) 수하물을 철저히 확인하
고, 폭발물탐지견 등을 입국장내 배치하여 기탁 및 휴대수하물에 대한 검색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입
국심사 이후부터 CCTV 및 순회감시직원을 통해 입국장내 취약지역 및 거동수상자, 우범여행자 동태
추적감시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안전한 휴대품 통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공항만 세관의 한정된 휴대품통관 인력으로는 위와 같은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천공항등 주요 공항만 세관에 추가로 휴대품 업무경력이 있는 타세관 인
력을 핸드캐리 X-ray판독직원, 휴대품 검사직원, 휴대품통관지원반으로 편성하여 지원근무를 하도
록 조치하였다.
또한, 회의 참가자중 입국시 응급환자 발생,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예정 입항공항에서 다른 공항
으로 입항, 항공기 지연도착(야간시간)에 따른 심야 교통편 마감 등 주요 돌발상황에 대비한 처리절
차를 마련하였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행사개최 전에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강화 시뮬레이션(모의훈련)을 2회 이상 실시하였고, 법
무부·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참가자 입국 시부터 출국 시까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으며, 보완사항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
시함으로써 차질 없는 통관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5) 주요성과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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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08~2012 국제행사 통관지원실적]
년도

행사명

지원현황

OECD 장관회의

○3 6개국(23개 회원국, 13개 비회원국) 장관 및 민간·국제기구 저명인사 등
총 2,500여 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 전지훈련 및 시차적응을 위하여 올림픽 개최 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
인 선수단 캐나다, 그리스 등 48개국 111개 팀 1,709명
○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총 388명(선수 267명, 임원 121명 등)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핵안보정상회의

○ A SE AN(아세안) 10개국(우리나라 포함 11개국) 정상, 정부각료 및 CEO 등
약 3,000명
○ G20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및 관계자 약 2만 명
○ 212개국 약 6,000여 명(선수·임원 3,500, 기자단 2,500)
○ 51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 및 관계자

2012년
여수엑스포

○ 10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국제행사 개최 시 관세청의 역량과 경험을 집중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등
완벽한 통관지원 및 테러물품 반입차단으로 국제행사의 성공개최에 기여함으로써, ‘코리아디스카운
트’가 아닌 ‘코리아프리미엄’이 전세계인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상승 및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6) 향후과제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 개최될 국제행사도 성공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한국의 위상제고 및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
해야 할 것이다.

4.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완화
(1) 개요
시내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외화획득과 구
매자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항만 이외의 지역에서 출국하는 국내외 여행자를 대
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이다. 이러한 시내면세점은 K-POP 등 한류 및 경제
발전 등의 영향으로 국외 출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매출액이 급증하여 고용창출 및 성장산
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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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력 : 전체 32개 면세점에 약 13천 명, 시내면세점 10개소 약 6천 명
* 매 출 액 : 전체 매출액 약 5조 원, 시내면세점은 약 3조 원

그러나, 2005년 이후 내국인 위주의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 제도 도입취지
가 퇴색되고, 과소비 조장이나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1.15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신규특허 및 갱신 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
하였다.

* 신규 :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각각 50% 이상, 전년대비 지역별 외국인 입국자수 30만 명
이상 증가
* 갱신 : 최근 5년 간 외국인 이용자수 35% 이상, 매출액 50% 이상

그러나,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충족이 어려워 신규진출 희망업체 및 기존 업계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외국
인 쇼핑편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 외국의 면세점 운영 사례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공항만 출국장에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
에서 출국장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도 전세계 면세점 매출액은 390억 불로, 공항 판매
액이 233억 불 59.7% 비중이며, 항만·사후면세점·시내면세점 등에서 판매된 금액은 108억 불로
시내면세점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며 매출액 비중
은 크지 않다.

[표 59. 외국의 시내 면세점 운영 현황]
미운영 국가

운영국가
국가명

주요 판매물품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국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토산품 위주 판매

헝가리, 터키, 칠레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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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세계 각 지역별 면세점의 판매 경로]
(단위: 백만 불)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공항

기내

유람선

기타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9,955

1,195

2,141

510

13,801

42.7

45.4

94.6

4.7

35.4

3,235

444

93

5,185

8,957

13.9

16.9

4.1

48

23

468

79

29

22

598

2

3

1.3

0.2

1.5

아시아 &

7,24 4

742

0

4,7 78

12,765

오세아니아

31.1

28.2

0

4 4.2

32.7

2,401

169

0

308

2,878

10.3

6.4

0

2.9

7.4

23,304

2,629

2,263

10,804

39,000

100

100

100

100

100

중동
세계 총합

자료 : Global Duty Free & Travel Retail Sales 2011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시
내면세점 특허요건의 완화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VIP 주재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상정(’09.4)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및 관계기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 (’09.12.7~12.17)
* 국제행사 지원 관련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 (’10.4.14~5.7)

(4) 추진내용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기본요건에 대한 문화관광부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역별
해당지역에 국한하여 외국인 입국자 증가수를 산정하던 것을 도단위까지 5대 광역권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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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광역권별 국제공항만 유무에 따라 국제공항만이 있는 지역은 해당 국제공항만을 통한 외
국인 입국자 증가수를 산정하고, 국제공항만이 없는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발표하는 해당지역 외국인
방문객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선하였다.

[표 61.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변경 내역(’
10.1.1)]
기존
♣ 지역별 외국인 입국자 30만 명 이상 증가

개정
♣ 현행과 같음

○ 서울지역(인천·경기도 포함)
-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을 통한 입국자
○ 제주지역
- 제주공항, 제주항을 통한 입국자
(국내선 이용 입도 외국인 포함)
○ 부산지역
- 김해공항, 부산항을 통한 입국자
○ 기타지역
- 해당지역 국제공항만을 통한 입국자
- 국제공항만이 없는 경우 해당지역 외국인 방문객 수

(현행과 같음)

○ 5대 광역권으로 구분
-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 국제공항만 유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 산정 합산
- 有 : 국제공항만을 통한 입국자
- 無 : 해당지역 외국인 방문객 수

또한, 2012년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 개최기간 중 한시적 시
내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10.7.16)

[표 62. 한시적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 완화 내역(’
10.7.16)]
기존

♣ 대규모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시 시내면세점 특허가능

개정

♣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
모 국제행사시 시내면세점 특허 가능

○ 인적요건, 시설요건 미충족시에도 특허 가능
○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이 50% 이상 등 시내면
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함

⇒ 특허대상 확대
○ 시설요건 미충족시에도 특허 가능
○외
 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이 50% 이상 등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미충족시에도 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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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2012.5.6부터 여수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EXPO)는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박람회장 이용
외국인의 쇼핑편의 증진을 위한 한시적 시내 면세점을 적기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대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이 가능하였다.

[표 63. (주)호텔롯데, 여수세계박람회장 면세점 특허 내역]
명칭
특허기간
면적

(주)호텔롯데 여수세계박람회장 면세점
'12.5.6 ~'12.8.27 (4개월, 박람회 기간 + 20일 )
* 박람회 기간 : '12.5.12 ~ '12.8.12(93일), 전후 기간 필요
판매장 : 293.45㎡, 보관창고 : 255.60㎡

(6) 향후과제
최근 한류(韓流)영향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및 면세점 시장 확대로 지자체 등 신규특허 수요
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특허 수요를 해소하고, 지방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이 가능하
도록 ‘시내면세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5. 항만여행자 통관질서 확립
(1) 개요
항만여행자(일명 보따리상)는 여객선 또는 화객선(貨客船)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을 빈번
히 출입하면서, 휴대 반출입한 농산물·공산품 등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2011년말 기준 전체 보따리상은 5,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인천·평택·군산항과
중국의 위해·연태 등 12개 항 15개 노선을 통해 연간 50만 명(’11년 입국횟수 기준)이 왕래하고 있
다. 이들은 월평균 9~13항차를 왕래하면서 월 40~6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보다 높
은 수익을 위해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면세범위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수시
로 농성 및 시위를 벌이는 등 입국장 통관질서가 문란하여 면세기준 엄격 적용 등 보따리상 법규준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는 식·의약품의 품목 다양화 및 반입량 증가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가
위협받음에 따라 위해식품 등의 국내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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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여행자 위해식품 등 적발실적]
(단위 : `11년 기준, 천 명, 건)

구분

입국자수

건강위해식품류

불법의약품류

합계

공항
항만

18,738

1,572

29,690

31,262

1,418

3,922

1,273

5,195

합계

20,158

5,495

30,963

36,457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1992년 한–중 수교 후 한–중 화객선을 이용한 보따리상 무역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일종의 무역형태로, 한–중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이용하여 한–중 상호간 경쟁우위 상품
(韓 : 의류·화장품·원부자재 등, 中 : 농산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년도별 휴대품통관 업무추진은 전국 공항만세관 워크숍을 통해 본청과 세관 휴대품통관 담당자들
이 모여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2011년에 도입한 항만여행자(보따
리상) 위해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바코드 관리시스템’ 제도는 정책수립 시 전국 공항만세관 휴대품통
관 직원 워크숍 개최 및 본청과 세관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을 충
분히 수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였고, 도입 초기에는 1개 세관(인천세관)
에서 우선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토록 한 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국 공
항만세관으로 확대 시행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돌발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통관(Customs)·출입국심사(Immigation)·검역(Qurantine) 등 CIQ기관 업무협의회
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개최하여 여행자통관 업무 관련 주요현안, 서비스 개선 및 CIQ 기관간 협조
체제 구축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국경관리 및 출입국 여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식약청의 해외위해식품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여행자를 통한 위해식품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4) 추진내용
①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해 ‘검역 및 생산자 표지제’ 전면 시행(’09.3)
식물검역에 합격한 농산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며,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검역표지’와 ‘생
산자표지’ 부착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미부착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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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국 검역당국 발행 검역스티커와 압착고추에 부착하여 반입한 모습]

[그림 12. 중국어로 표시된 생산자 표지와 땅콩에 부착하여 반입한 모습]

♣ 생산자표지 표시 항목
① 제품명, ②제조자명(대표) 및 소재지, ③사업자번호, ④제조(포장)자 연락처(전화번호),
⑤ 제조(포장) 연월일, ⑥유통기한, ⑦내용량, ⑧원재료 성분 및 함량, ⑨원산지

②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통관편의 배제(’10.2)
보따리상 법규준수체계를 확립하여 마약류 밀반입 등 상습 불법행위자는 영구적으로 통관편의를
배제하는 등 위반행위 경중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자가소비용 불인정 등 통관편의를 배제하였다. 또
한, 여행자정보시스템(TIS) 상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반자의 입국 휴대품검사 화면조회 시 관리
대상자임을 팝업창으로 안내하여 보따리상 개인별 위반내역을 자동관리토록 하였다.

③ 식품안정성 검사 강화(’11)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면세기준(총량 50kg, 품목별 5kg)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보따리상은 자
가소비용 불인정 등 통관편의를 배제하였으며,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월 2회 수거·검사하던 것을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설·추석·김장철 등 농산물 불법반입이 증가하는 위험시기를 ‘불법물품 집중검사 강화 기
간’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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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바코드 위해식품 관리시스템 ’ 구축 시행(’11.9)
종전까지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의뢰하여 안전성 검사결과를 문
서로 받아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여행자가 식·의약품 반입 시 위해성 여부를 검사직원의 경험 및 분
석리스트(서류) 대조·확인으로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바코드 위해식품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과거에 위해 판정된 물품의 바코드 DB를 구축하고, 이를 수입상품에 부착된 바코드와 매칭시켜
세관 검사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중 여객선 이용 보따리상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노력
하였다.

[표 65. 위해식품 관리 업무흐름도]

식·의약품 반입

분석의뢰

분석기관 분석

바코드리더기
검사

분석결과
전산등록

분석결과회보

⑤ 여객터미널 주변 수집상에 대한 단속강화
기업형 조직이 관여하여 보따리상 상용물품 과다반입 등 한–중 여객선이 밀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MBC 9시 뉴스 : ’11.11.1~2)에 따라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수집상에 의한 농산물 수집 행위
및 수집된 농산물을 개인 비밀창고 등에 은닉하고 있다가 농산물 유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행위 등 불
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경찰·해경 등과 협력체제를 통해 불법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하였다.

(5) 주요성과
면세범위 초과 반입 등 보따리상이 반입한 고추, 참깨, 참기름 등 중국산 농산물 146톤(’08~’11)
을 유치하였고, 보따리상의 면세통관물품을 수집·판매한 수집상 단속을 통해 228건, 33억 원 상당
물품(’08~’11)을 적발하였다. 또한, 면세초과물품 및 불법의약품 등 불법반입자 431명을 관리대상
여행자로 지정(’10~11)하여 자가사용 불인정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항만여행자 법규준수체계를 확립
하였다.
중국산 식·의약품의 경우 ‘바코드 위해식품 관리시스템’ 도입(’11)에 따라 위해성 여부 판단에 1건
당 5분 이상 소요(수작업)되던 것을 바코드인식을 통해 즉시확인(시스템) 가능케 함으로써 해외위해
식품류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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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과제
항만여행자(보따리상) 반출입물품에 대한 유해성검사 등 통관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물품
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법령에서 정한 면세범위를 엄격 적용하는
등 항만여행자 법규준수체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여행자의 편의와 관광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외국인 여행자
에게 통역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내국세 환급절차 간소화에 적
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공항협회에서 전세계 국제공항을 상대로 평가하는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2005년부터 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완화하여 2012 여수엑스포 박람회장내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특허하는 등 면세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한편으로는 불법개연성이 높은 항만여행자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바코드 관리시스템
등을 확대 시행하여 위해물품을 적극 단속하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갔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발맞춰 여행자통관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관광입국과 문화산업의 발
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제6절 간이통관제도 선진화
1. 개요
우리나라의 수입제도 중에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대표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이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포함한 특송물품은 최근 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에 이미 1천만 건을 넘어섰다. 이
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2천만 건 시대가 2~3년 사이에 올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제도를 선진화하였다.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특송물품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특송업체에 대해서도 기업별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지속
적으로 도모해 오고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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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우편물 통관제도 개선
(1) 개요
국제우편은 국가 또는 그 관할영토의 경계선을 넘어 상호간에 의사나 사항을 전달, 매개하거나 물
건을 송달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목적으로 취급되는 우편물을 국제우편물이라 한다. 국제우편은 나
라(지역)와 나라(지역)사이의 우편교환이기 때문에 국내우편과는 달리 요금의 결정방법, 우편물의 통
관, 우정청간의 요금 및 운송료의 정산 등 여러 가지 독특한 취급내용과 취급절차를 갖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국제우편물 통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면세통관, 통관목록에 의한 간이통
관, EDI신고에 의한 정식통관으로 구분되고, 통관방법별 통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면세
통관은 총 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이고, 통관목록에 의한 간이통관은 15만 원 초
과 미화 $1,000이하 물품이며, 미화 $1,000초과 물품은 EDI신고에 의한 정식통관대상이다.

[표 66.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우체국)

(세관)

(민원인)

(세관)

(우체국)

우편물
도 착

통관안내서
발송

통관신청서
제출

통 관
심 사

우편물 배달
세금 수납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세계경제의 Global화로 개인선물 등 소액 우편물이
증가하여 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민원상담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우편통관 시스템
과 상담인력(3명) 부족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화문의 내용
을 살펴보면 ①통관안내서 이해 곤란(27.6%), ②통관 진행상태(24.5%), ③통관신청서 접수 확인
(16.4%), ④세금계산 및 납부방법(4.6%) 등 간단한 확인 전화가 약 73%를 차지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FTA협정 확대 등으로 개인 선물 및 구매물품 등 소액 우편물 증가로 국제우
편물 통관과 관련된 민원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대국민(민원인) 편의성 증진 및 과도한
전화상담(1일 평균 300여 건)에 따른 내부직원의 업무스트레스 경감으로 직무만족도를 고취하기 위
하여 민원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거나 전화를 많이 하는 불편사항을 토대로 이를 즉시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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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개선과제는 우리청과 우정사업본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워
크숍(총4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고 약3개월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첫째, 국제우편물과 관련한 통관절차 단계別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표 67. 국제우편물 관련 개선과제 발굴과정]
(통관절차)

(불편사항)

(개선과제)

■통관안내서 발송

■통관안내서 이해 곤란

①통관안내서 내용 개선

■예상세금 문의

■세금 계산방법 어려움

②세액 조회서비스 제공

■세금 납부

■납부방법 한정, 불편

③인터넷뱅킹 납부 시행

둘째, 유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의로 우편물 반입 총량을 전산 입수하여 통관·반송·재고
등 통관진행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추진 내용
① 통관안내서 및 간이통관신청서 서식 개선
민원인 입장에서 우편물 통관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고방법 및 세금
계산방법을 간단한 예시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통관안내서 매수 2장→3장)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청의 서식 개선은 지난 2010.6.9 완료되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쇄 및 발송준비 작업이
약 40일 정도 소요되어 2010.7.21부터 발송 실시하였다.
우편세관 통관담당 직원(총1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전원이 종전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
해하기 쉽게 되어있어, 전화 문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민원응대도 보다 용이하다고 답변하였고 민원
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절차가 명확하게 전달되어 전화문의가 감소(종전 1일 평균 300건→200건)
하는 효과가 있었다.

② 국제우편물 납부세액 조회서비스 개발
민원인이 국제우편물의 면세범위와 품목마다 세율 적용이 달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잘
몰라 궁금해 하고 특히 간이통관 우편물은 부과고지 방식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문의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고 있어 우편세관(인천공항·부산) 홈페이지에 자신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 탑재하였다(’10.6.18). 이러한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은 민원인이 서비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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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①품명, ②가격, ③우편요금을 간단히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알려준다.
1일 평균 약 386여 명이 세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납부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평일 약480명,
휴일 약160명)하는 등 민원인의 궁금증을 신속 해결함으로써 외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순히 세
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문의의 감소에 따라 우편세관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내부만족도 제
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민원인의 경우 자신의 세금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세관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인터넷뱅킹 납부서비스 시행
종전 국제우편물에 부과된 관세 등을 현금만으로 수납하는 방식에서 인터넷뱅킹으로도 세금을 납
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 시행하였다(’10.6.11)

[표 68. 국제우편물 관세납부방법 개선]
종전

개선
집배원 현금수납 or 인터넷뱅킹

집배원 현금수납

( 민원인이 1가지 자유롭게 선택 )

* 인터넷뱅킹 납부절차
(세관)

(수취인)

(관세청)

(우체국)

부과고지·SMS 안내

인터넷납부

수납정보제공

납부확인·배달

민원인에게 세금 납부방법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현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집배원을 직접 만나기 위

부과고

해 수취장소에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④ 국제우편물 실시간 총량관리 및 통관진행 조회시스템 구축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매일 「우편물 세관별·종류별 반입량」 을 입수하고 우리청 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우정사업본부 행망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우편물 배송진행상태 조회 가능
(’10 . 6 . 7 )하도록 하였다.
* 배송진행상태 : 국내도착 → 통관 → 배달우체국 →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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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종전에는 통관·통관보류·반송여부를 세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총량
관리 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우편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우편물의 국내 도착이
후 통관·반송·배달·재고 등 통관진행 정보를 우리청 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편의가 더욱 증진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우편물 통관체제를 선진화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편의를 증
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반
입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 특송물품통관 제도개선 및 통관관리 강화
(1) 개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FTA 등 세계경제의 Global 化로 특송물품의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간이한 특송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소액·소량 특송물품속에 마
약류, 총포도검류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물품을 은닉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표 69. 특송물품 반입 추이(천 건)]
구분

2001

2005

2007

2009

2011

건수

1,567

4,505

7,273

7,858

11,508

특히, 2008년부터 특송물품이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라는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국정감
사에서의 반복적인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특송물품의 통관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특송업체는“허가제”가 아닌“등록제”로 운영되어 시스템 개선과
관세청의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11.9.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시 이혜훈 위원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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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특송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이면서 세계 주요 특송업체(DHL 등)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특
송물품은 세관과 특송업체가 각각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송업체는 자기 책임하에 전수검사를 하고
세관은 일부를 검사하고 있다.

< 세관의 탁송품 즉시반출을 위한 WCO Guide Line 13.4 >
■ 특송업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특송업체에게 건물, 설비, 비품 및 충분한 물리적 보안조치와 같이 특정의 규정된 시설
을 세관에 제공하도록 요구

또한, 중국은 급증하는 특송물품 관리대책으로 특송물품이 반입되는 주요 세관별로 세관특송화물
통관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송물품의 반입경로를 각 세관별로 단일화하여 개장검사를 강화하
는 등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특송물품 통관 정책을 수립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특송업체와관세사 등과의 간담
회 개최 등을 통해 특송물품 통관강화 필요성 설명과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
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간이한 특송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지속적인 반입 문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송물품 통관체제를 개선하는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였다.

(4) 추진내용
첫째, 비타민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무분별하게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국민건
강관련 10대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배제조치(’08.11)를 하였으며, 특송물품 자체시설이용 업체의 통
관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 승인요건 및 행정제재기준을 대폭 강화(’08.11)하였다.
둘째, 특송업체의 고도의 통합된 관리통제 능력배양 및 자율법규준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특송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도입으로 특송업체 차등관리를 실시(’09.2) 하였으며, 특송 우범
화물 선별능력 제고를 위해 특송통관 시설에 세관 X-ray 판독요원 배치 및 업체 X-ray 판독요원
판독교육 의무화(’09.2)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특송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09.7)하여 특송업체의 부정확한 특송물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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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품명 등) 제출로 인한 통관심사부실을 방지하고 특송업체의 신고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넷째, 여러 특송창고에서 일어나는 특송물품의 반입·X-Ray검색 등 통관과정을 중앙에서 실시
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구축(’10.8)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송화물은 과거 수입과 일부 직원이 처리하다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특송화물 전
담 통관조직을 확대(’11.4)하여 급증하는 특송물품 처리 물량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5) 주요성과
①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강화
국민건강관련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조치, 첨단 검색장비 도입, 직원 검색역량 교육강화
등을 통해 불법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였다.

② 엄격하고 공정한 특송업체 관리로 특송물품 통관질서 확립
불성실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와 특송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에 따른 차
등관리 등을 통해 특송업체 자율적 법규준수도를 제고하였다.

③ 특송물품 통관조직 확대 등을 통해 통관 효율성 극대화
특송물품에 대한 전담 통관조직 신설 또는 확대와 통관직원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해 특송물품 통
관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6) 향후과제
①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송물류센터 구축 운영
현재의 특송통관시설로는 급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처리시설 등이 절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
완이 없으면 원활한 물량처리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급증하는 특송
화물의 신속처리와 위험관리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
이다.

② 특송 C/S 고도화를 통한 집중 수입심사체제 구축 운영
현재 특송화물 특성에 적합한 특송물품 위험관리가 부재함에 따라 특송화물 위험관리 체계를 구체
적으로 설정하고, 세관직원이 특송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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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송화물 배송정보 제출 의무화로 사후 위험관리 강화
특송화물의 실제 배송 정보를 제출 받고, 배송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취합시스템 구
축 및 제출 정보는 사후분석을 통해 위험관리 Tool로 활용할 예정이다.

4. 전자상거래제도 활성화
(1) 개요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달로 해외 전자
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간이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절
차를 악용하여 소액·소량 전자상거래 물 품 속에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물품을
은닉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0.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추이(천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873

2,259

2,510

3,579

5,715

특히, 2009년부터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국회 또는 언론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물품 및 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
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 중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
한 실정
<’1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시 박병석위원 지적사항>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세계관세기구(WCO) Guideline에서도 세관에서 규정한 조건 충족 및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가격, 물품, 송·수하인 등)의 정확한 제공, 특송업체가 마약류나 부정무역, 제한이나 금지되는
물품에 대한 자체스크린 담보 등 세관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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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특례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12조 1항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업
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2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정책을 수립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전자상거래협회 또는
관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강화 필요성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간이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와 특별통관대상업체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 지속 반입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제를 개
선하는 노력을 하는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였다.

(4) 추진내용
첫째,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무분별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민건강관련 주요 10대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배제조치(’08.11)하여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
하였다.
둘째, 수출입 전자상거래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또는 언론보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특별통
관대상업체 지정기간 신설 및 지정·취소요건 강화 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셋째, 전자상거래 업체의 자율법규준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대상기간에 발생한 평가요소별 실적을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법규준수도 평
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규준수도를 관리를 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 차등관리를 실시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목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개선하여 정확한 통관목록을 제출
토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및 물품의 정보분석을 통하여 목록통관대상업체 또는 물품이 아닌 경
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등 목록통관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5) 주요성과
①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강화
국민건강관련 주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조치 등을 통해 불법물품을 통관단계에
서 철저히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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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강화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질서 확립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별통관대상업체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사례 증가에
따라 지정 및 취소요건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질서를 확립하
였다.

③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관 체제 개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조직 신설·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확대 추진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제도권 내로 흡수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요건을 마련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 신청접수 및 심사업무와 법규준수도 평가 등을 온라인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전자상거래 물품 일괄심사제 고도화를 통한 통관의 효율성 제고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일괄심사제를 고도화하여 신고서 건별 처리방식에서 전자상거
래업체·물품별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량 업체의 즉시 처리 및 우범물품의 일괄심사배
제(집중심사) 등 전자상거래 통관행정의 선택과 집중 심사체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③ 개인 수입신고사실 통지로 사후 통관관리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 중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명의를 도용한 부정수입 방지를 위해 세관에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5. 수도권 이사화물 분산 통관 실시
(1) 개요
수도권 이사화물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세관간 검사비율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검사비율이
낮은 세관에서 밀수품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세관간 화물반입량의 균형을 통한 검사
비율의 적정유지로 불법밀수방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전세관 세관검사장 활용을 위해 이사화물
의 안정적 배분이 필요하였다.
수도권 이사화물은 2008.1.1~2009.9.30 기준으로 서울세관이 7,695건, 인천세관이 2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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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처리하여 서울세관과 인천세관의 업무량 비율이 1:4로 인천세관에 편중되었다. 그럼에 따라 인
천세관의 검사비율은 2009년에 9.1%로 서울세관의 같은 해 15.2%에 비해 크게 낮아 불법 밀수 가
능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또한, 운송업자의 자의적인 운송지역 선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북미·유럽지역 20,778
건 중 이사자 거주지가 서울(11,375건), 경기·인천지역(6,485건)이 총 17,860건(86%)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도착 이사화물 대부분을 인천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수도권 거주지역 민원인의 불
편을 초래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1997.5월부터 2006.4월까지 이사화물 통관은 지역별·이사자 거주지별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
면, 서울·경인 거주자의 경우 미주·아프리카에서 선적된 이사화물은 서울세관에서, 유럽·아시아
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인천세관에서 통관하였다. 부산 거주자의 경우에는 용당세관에서 통관이 진행
되었으며 2006.4월 민원해소 대책으로 수도권거주자 이사화물 중 45피트 이상 컨테이너는 인천세
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하게 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수도권 이사화물 분산통관방안 시행에 앞서 외부 의견수렴을 위해 2010.2.4 전국운송업체 및 운
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부적으로는 2009.10월부터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인 서울세관·인천세관·용당세관 이사화물과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아울러, 2009.11.30
일선세관 이사화물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4) 추진내용
이사화물 분산 통관방안으로 입항지별 이사화물 보세운송 목적지를 조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부산
항으로 반입된 북미·유럽·수도권거주자(컨테이너 40피트 이하)는 서울세관에서,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 거주자는 대전세관에서, 45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는 인천세관에서, 부산 거주자는
용당세관에서 통관하게끔 진행하였으며, 인천항으로 반입된 이사화물 중 대전·충청·광주·전라
거주자는 대전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시행하였다.
이로써 인천세관의 통관은 20% 감소하여 1인당 검사건수가 9건에서 6건으로 조정되었으며 서울
세관의 경우에는 북미·유럽지역 수도권거주자 40피트 이하 컨테이너만 추가 반입함으로서 민원 편
의를 제고하였다. 대전세관의 경우에는 대전이남 거주자의 이사화물을 통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
편의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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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이사화물의 인천세관 편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 검사비율 적정유지를 통한 밀수방지 및 민원인의 편
의성 제고를 위해 이사화물 분산방안 전면시행(’10.4.15) 후 일부세관에서의 통관 편중이 해소되었다.

[표 71. 이사화물 분산방안 시행후 주요성과]
(비율 : %)

구분

시행전

시행후

'10.1.1~4.14 '10.4.15~4.30

5월

6월

7월

목표

인천

6 4.6

53.2

54.1

55.3

56.8

51%

용당

19.3

19.3

17.2

18.4

14.7

16%

서울

15.9

24.8

25.7

23.7

26.2

26%

대전

0.2

2.7

3.0

2.6

2.3

7%

(6) 향후과제
이사화물 통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정세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입적하목록에 수하인 주소 및 품명(Household Goods)을 정확하게 입력하
도록 계도함으로써 이사화물 분산통관방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특송물품 중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
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자체시설을 활용하여 특송물품을 통관하는 업체의
기준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제재 기준도 강화하는 등 특송통관 분야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우편물 통관 시 세금을 사후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정
사업본부와 협력하여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별, 종류별 반입량을 입수하여 관리하고, 우편물 통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리청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다만, 불법물품에 대해서는 C/S고도화 등을 통해 적
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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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TA 이행관리

제1절 한-ASEAN FTA 등 旣발효 FTA 이행관리
1. 개요
FTA 정책은 그 역사가 짧다. 2008년을 전후로 하여 국제 무역 환경은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이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국가마다 각자의 경쟁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방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점으로 FTA 등의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이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경
쟁국에 비해 늦은 시기인 2004년에서야 한-칠레 FTA의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과의 FTA가 연이어 발효되었다. 거대 경제권인 한-아세안
FTA 발효와 함께 주요 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FTA 확대 추진 등 FTA 교역시대가 본격화에 접어
드는 단계였다.((발효일) 브루나이(’08 . 7 . 1 ), 라오스(’08 . 10 . 1 ), 캄보디아(’08 . 11 . 1 ), 태국(’
10 . 1 . 1 ))
FTA의 확대에 따라 無관세 수출기회가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FTA 무역절
차·원산지기준 등으로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이었다.(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
11%(’07) → 39%(’08~’09))
또한, 기업·경제단체·학계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FTA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우리 수출기업의 FTA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우리기업이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무역활동 전반
에 걸친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하였다. 즉, FTA 무역체제에서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상
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등에 능동적으로 대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가 요구
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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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에서는 旣발효된 FT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리와 함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Business-Friendly 관세행정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2. 정책수립·추진 과정
FTA 이행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먼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현주소(FTA 관심·
인지도 등)를 파악하고, FTA 활용도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08.2)
조사기간은 2008.2.11부터 2.22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FTA 체결국 수출업체 1,270개 기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59%가 FTA 발효(체결)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요 원인은 FTA 홍보 부족(35%), FTA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애로(34%), 기업의 관심부족
(28%)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FTA 발효(체결) 인지도]
(단위 : %)

모름

구체적 내용 모름

잘 알고 있음

9%

50%

41%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의 이유로는
· 해외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43%)
· 해당 물품이 FTA 협정 대상품목인지 알지 못함(24%)
· FTA 원산지 결정기준 모름(13%),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1.17부터 1.29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공업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원
산지기준이 난해한 자동차산업, 섬유산업에 대한 FTA 최적 활용 지원을 위해 업계 요구사항 및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관련 업계의 주요 의견으로는 FTA 원산지규정 등이 복잡·다양하여 담당직원조차도 세부적인 내
용에 대한 이해도가 저조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련 의
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8.2.28에는 서울세관에서 제3차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시민단체·언론계·산
업계·학계 등의 FTA 전문그룹 인사 총 27명이 모여 FTA 중심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NEW FTA
관세행정 전략」 방향 및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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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1)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무역량 강화 지원
관세청은 FTA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전에 대내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2
월에 아래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현주소(FTA 관심·인지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8. 1.17부터 1.29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공헙협회, 섬유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원산지기준이 난해한 자동차산업, 섬유산
업에 대한 FTA 최적 활용 지원을 위한 업계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에 따라,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Business-Friendly 관세행정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기업이 FTA를 新수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
한 정보제공 강화조치로 지역별, 산업별 특화 FTA 활용 22개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등 75개 업
체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대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
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컨설팅을 9회 실시하였으며, 관세청TF팀·현대車·GM대우
가 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08.7월에 현대車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GM대우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둘째, 2008.6월 기관장 회의시 전 세관에서 FTA 지원서비스 실시 중이나, 세관별 균질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FTA 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제도안내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수 있다
는 FTA 컨설팅 현황 및 문제점이 제기되어 FTA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되었으며,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FTA 연구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산업인 자동차·섬유 분야
에 대한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여 기업·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08.10),
FTA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본청·세관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관별 컨설팅 노하우 공유 및 지역별 개
발된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였으며, 본부세관별 FTA 고객지원 센터 설치·운영(’08.6~) 및
2008.12.1~19일간「FTA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12.1 관세청·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관세사회 공동주관으로 FTA
성공사례와 활용전략을 발굴·공유하여 우리 기업이 FTA를 新성장 수출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FTA 활용 전략·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
급, 업무매뉴얼 배포 등으로 국정과제인 FTA 체결 대상국가 다변화 정책에 대해 FTA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지원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거양하고, FTA 활용 모델 개발 및 컨설팅 등
구체적인 FTA 활용방법 제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확산하여 정량적 성과로는 섬유산업 특화모델 수출 활용 시 연간 120억 원의 관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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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비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한 안정적 FTA 혜택
향유 기반 조성으로 연간 2,000억 원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정성적 성과로는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창출하여 관세청 위상 제고 및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
한 측면이 있다.

< 섬유산업 특화모델 수출 활용 시 연간 120억 원 관세절감 >
섬유류 수출액(16억 불) × 관세율 인하폭(평균관세율 13.1% × 관세철폐 비율 61% ) × 비즈니스모델 활용률(10% 가정)

< 자동차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활용시 연간 2,000억 원 관세절감 >
완성차 수출액 87억 불 × 관세 즉시철폐 승용차 비중 70% × 관세율 2.5%

[표 73. FTA 활용 실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요약]
추진과제 1

산업별 특화 F TA 비즈니스모델 개발·컨설팅
○ 거대경제권인 한-아세안 F TA 발효에 이어 주요 경제권이 미국, EU 등과의 F TA 확대 추진 등

현황·문제점

F TA 교역시대 본격화
○ 기업의 F TA 비즈니스 경험 부재로 F TA 활용도 저조

추진방향

정책효과

○ 자동차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전문단체 협력체제 구축
○ 지역별·산업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제공
○ 기업의 F TA 활용 붐 조성
○ 수출증대 등 F TA 효과 극대화
○ F TA 활용도 제고 TF 구성(`08.4)

추진실적

○ 세관별 컨설팅 노하우 고유 및 지역별 F TA 비즈니스 모델 개발·발표를 위한 워크숍 개최
(`08.6)
○ 자동차, 섬유, 조선, 타이어 등 22개 산업별 모델 발굴, 75개 업체 컨설팅 제공

추진과제 2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자동차와 같이 다수의 부품을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 F TA원산지충족 확인 및 검증 대비 원산지

현황·문제점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F TA 전문지식 부족으로 우리청 구축지원 요청(현대車, GM대우)
○ 현대車, GM대우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 참여, 단계별 컨설팅 제공

추진방향

－ F TA별 원산지결정기준, 중간재·간접재료 처리방법 등 컨설팅
－ 부품별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메카니즘 등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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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검증 불안요인 해소를 통한 F TA 활용도 제고

정책효과

○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F TA 혜택 향유 기반 조성
○ 자동차산업에 대한 F TA 원산지검증 역량제고

추진실적

○ 관세청 F TA팀·현대車·GM대우간 공동작업반 구성(`08.4)
○ 현대車·GM 대우 컨설팅 제공(9회), 현대車 구축완료(`08.7), GM대우 `08.12월 완료예정

추진과제 3
현황·문제점

추진방향

정책효과

추진실적

F TA 고객지원센터 전국적 시행
○ 우리 수출기업의 F TA 인지도가 낮은 주요원인으로 F TA 정보접근 애로 지적
○ 특히 중소기업·지방소재 기업일수록 F TA 인지도·활용도 등이 저조
○ 맞춤형 F TA 지원을 위한 본부세관별 F TA 고객지원센터 설치
－ F TA 상담·컨설팅·F TA 설명회 등 F TA 지원업무 통합운영
○ 지방·중소기업의 F TA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
○ F TA One-Stop 서비스로 지역기업의 F TA 활용도 제고
○ 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구 F TA 고객지원센터 설치(`08.6)
－ 컨설팅 : 39회, 방문·전화상담 : 6 46건, F TA 설명회·교육 : 26회 등

추진과제 4

F TA 원산지 기준 충족방법 해설서 발간·배포
○ 우리기업의 F TA 미활용 주요 원인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24%)으로 나타남

현황·문제점

○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 F TA 의 복잡·다양한 섬유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F TA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
○ F TA 발효시 수출증대 효과가 높고 F TA 규정의 난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

추진방향

(섬유, 자동차)
○ 업종별 전문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감 있는 해설서 작성·배포

정책효과

○ 내부직원 F TA 전문성 제고
○ 알기 쉽게 풀어 쓴 F TA 원산지기준 설명으로 우리 기업의 F TA 원산지 이해도 제고
○ F TA 연구회 구성·운영('08.1)

추진실적

○ 분기별 점검회의 및 워크숍 개최(4회)
○ 한·미 F TA 대비 자동차·섬유 분야 F TA 원산지기준 해설서 발간(`08.10)
－ 기업, 유관기관, 경제단체, 전문단체 등 4,000부 배포 및 업계·직원대상 교육·설명회 실시

추진과제 5
현황·문제점

F TA 인지도 제고
○ 우리 수출기업의 F TA 발효(체결) 인지도 자체가 낮은 수준
○ F TA 인지도·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 실시

추진방향

－ 중소기업을 위한 세관별 맞춤형 F TA 설명회 개최
－ 기업 CEO 대상 강연회 실시

정책효과

146

○ 전청적 F TA 홍보활동으로 우리기업의 F TA 인지도·활용도 제고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 관세청·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관세사회 공동 F TA 활용 전략·사례 발표대회 개최
(`08.12.1)
－ F TA 성공사례·활용 전략 발굴·공유로 수출증대 지원 및 F TA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F 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홍보·교육 실시(24회, 2,000여 개 업체) >

추진실적

구분

회수

대상

강연회(청장님)

1회

대한상의 CEO

세미나

4회

중소기업

국내외 설명회

13회

CEO, 무역업체, 해외바이어

F TA 교육

6회

중소기업 F TA 실무자 등

(2) FTA 원산지 심사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2004.4.1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FTA 무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다양한 FTA 규정 및 절차로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가 저
조한 상황이었다.

<종전> 1품목 1세율 구조 : 수입물품에 대하여 단일한 관세율 적용
<F TA> 1품목 다세율 구조 :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F TA 특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서는 원산지증명 필요

[표 74. FTA 협정별 수입물품 FTA 특혜 적용 현황]
(단위 : 백만 불, %)

2006년

2007년

2008년

구분

총
수입

F TA
특혜수입

비율

총
수입

F TA
특혜수입

비율

총
수입

F TA
특혜수입

비율

비고
(발효일자)

칠레

3,732

1,652

4 4.3

4,156

1,797

43.2

4,128

1,8 4 4

4 4.7

`04.4.1

싱가포르

4,874

196

4

6,662

299

4.5

8,245

219

2.7

`06.3.2

EF TA

820

261

31.8

3,551

1,455

41

4,098

1,3 49

32.9

`06.9.1

ASE AN

-

-

-

14,988

1,299

8.7

35,561

10,799

30.4

`07.6.1

합계

9,426

2,109

22.4

25,331

4,850

19.1

43,786

14,21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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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특혜관세를 악용한 세액탈루의 소지가 높아지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
한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FTA 교역시대 진입에 대응한 세관직원, 관세사 등 우리
기업인의 인식 변화 및 원산지 심사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심사체제 및 조직의 재설계와 함께 FTA 원산지 심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원산지 심사분야
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다.

<F TA 원산지심사의 특징>
- 종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조사의 범위를 넘어 해외 현지조사 또는 외국세관을 통한 간접조사 등
관세행정의 국제성 심사
- 외국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등으로 인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행정상 관리 수요 급증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었으나 협정 내용이
복잡하고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특혜요건 위반 적발 실적 중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적발은 2%에 불과하였으나,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운송 요건 위반 등 단순요건 위반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체약상대국, 상대국 수출자·생산자 및 품목별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컨택포인트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원산지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관세청 교육과정에 FTA에 대한 과정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세청 4,300여 명중에
서 전담인력은 18명에 불과하여 타업무와 겸임하여 수행하는 등 원산지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었다.
관세사, 무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입시 특혜관세 수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
이 3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무역실무자 조차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 악용방지를 위해 본청에 원산지심사과, 서울·부산·인천본
부세관에 원산지 심사팀을 운영하는 등 원산지심사 조직 및 인력 신설·확충하였으며, FTA 전문교
육과정 신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심사 매뉴얼 발간 등 원산지 심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
울여 2008년은 '07년 대비 특혜관세 악용 적발 실적이 255% 증가했다.

148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표 75. 원산지심사 매뉴얼 개발 단계별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협정별

통합형

개별 협정별

검증방법별

간접검증, 서면조사

직접검증, 현지조사

원산지 기준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민간기업 대상 원산지신고 오류 사례 전파 등 FTA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위반 예방활동에
주력했으며, 한-아세안 FTA 활용 촉진 및 효과적인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관세협력관
을 파견(’09.2월)하였다.

[표 76. 원산지 위반유형별 추징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2007년도

위반 유형

2008년도

2009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 적용 오류

1,566

1,675

3,380

3,323

588

700

증명서류 요건 위반

75

152

48

519

4

4

일반특혜

직접운송 요건 위반

0

0

35

175

-

-

(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132

1,098

54

101

기타

2,069

2,997

40

53

29

52

F TA
특혜
(B)

계

3,710

4,824

3,635

5,617

675

857

품목·세율 적용 오류

36 4

927

622

1,413

307

2,46 4

증명서류 요건 위반

96

453

17 7

812

67

169

직접운송 요건 위반

39

251

17

45

7

250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90

6,256

171

11,561

기타

319

324

65

280

55

318

계

총 계 (A+B)

818

1,955

971

8,806

607

14,762

4,528

6,7 79

4,606

13,973

1,282

15,619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입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탈루세액 적발이 대폭 증
가하였고(’08년 : 140억원, ’07년 대비 155%↑), FTA에 편승한 탈세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말련, 인니 증명기관 및 수출자를 대상으로 현지검증 실시 등 검증영역을 국외로 확대하였다.
또한, 원산지 검증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말련, 인니 및 베트남 원산지관리당국과 원산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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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말련(’10.11), 인니(’11.2), 베트남(’11.3))

(3) 민간 FTA·원산지 전문연구기관 신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FTA 대상무역은 향후 중국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2015년
이후 8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FTA 교역량은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준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우리기업의 F TA 준비실태 점검결과>
- 우리 수출기업은 생산물품이 F TA 대상인지 모르는 등 전반적으로 F TA에 대한 이해·정보부족 상태
- 따라서, F TA 혜택의 전제조건인 원산지기준 충족,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전경련 등 12개 경제단체 대상, `08.6)

그간 관세청은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컨설팅 등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주도하고, 원산지 심
사과 신설 등 FTA 교역체제에 적합한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지금까지는 관세청 즉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본격 발효될 경우 FTA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
지만, 정부예산, 인력 증원의 한계로 FTA 교역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관세행정 서비
스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대상 FTA 교육 서비스 제공, 민간전문가를 통한 FTA 컨설팅
활성화 지원 및 기업에게 필요한 FTA 상대국의 통관제도, 검증절차 등 해외 정보수집·제공을 통해
FTA 혜택 향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복잡·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으로 인
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우리
기업에게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했다.
급증하는 원산지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 예비 조사·검증 정보수집 등 업무 위탁
과 축적된 원산지정보 등을 통해 FTA 상대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등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원산지검증의 효율화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에 대한 민간 전문연구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에 필요한 근거를 관세법에 마련(’08.1.1)하였고,
이어 위탁업무 내용 및 수행기관 자격 등을 규정을 관세법시행령에 근거를 마련(’08.2.22)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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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업무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12.4억 원의 예산을 확보(’08.8.22)하였다.
그리고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후 한국원산지정보원을 FTA·원산지 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
(’09.1.9)하여 2009년부터 관세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FTA 원산지 전문연구기
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77. FTA원산지 전문 연구기관의 주요역할]
<정부서비스지원>
- 관세청 위탁업무
- F TA 포털 관리
-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

<전산지원>
- F TA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F TA·원산지
전문 연구기관

<기업지원>
- 교육서비스 사업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사업
- 컨설팅 지원사업
- F TA 상대국 정보제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결정, 검증과 관련한 업무와 기업 컨설팅 업무 등 정부 업무를 위탁함
으로써 작은 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외 홍보 지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동향 정보 축적 및 전문성
을 바탕으로 FTA 협상과 국제회의 시 국내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4) 체결국간 세관협력 원활화를 위한 FTA 관세외교 활동 확대
2004.4월 칠레와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된 이후로 EFTA,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
되면서 이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기
관에서 발급하는 형식이고, 각 협정체결국가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서로 달라 시행초기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경우만 세관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입물품에 대한 원
산지증명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8개 나라는 수출물품의 경우 상무부 등 기관에서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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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아세안 FTA의 경우 10개 나라와 협정이 발효되면서 상대국 세관직원, 증명서를 발급하
는 상공부 직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는 사
례가 발생하였고,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여 상대국 직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대두되었다.
동 기간 동안 이행위원회는 총 20회가 개최되었다. 한-칠레는 2004년 발효 후 매년 1회씩 칠레
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싱가포르는 1년차에 1회만 개최되고 2012.11월 제 2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FTA회원국과는 매년 1회 정례모임으로 개최되었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연 2~3회로 활
발하게 개최되었다.
주로 초기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인장과 서명교환, 연락창구 등을 교환하다가 일정기간
이 흐르면서 양 당사국간 제도의 소개 등 발전적인 단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 HS2007이 도
입되면서 기존 2002 버전의 품목분류를 HS2007버전으로 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당
사자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표 78. FTA이행위원회 개최실적(`07~`10.6월)]
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 TA

한-아세안

20회

6회

1회

2회

11회

비고

매년 개최

1차후 종료

연 1회

연 2~3회

발효초기 우리나라가 인터넷으로 발행한 전자서명 C/O가 불인정되어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한-아세안 이행위를 통해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FTA C/O 거부사례를 조치하는 등 우리기
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결을 지원하였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인터넷으로 발행된 우리나라 전자서명 C/O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세안회원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관세청 C/O 발급 시스템 설명회, 부산세관 견학 및 연수 등을 통
한 이해증진으로 전자서명 원산지증명서(C/O)를 인정하도록 유도하였다.
한-아세안 FTA 발효(’07.6) 이후 아세안 회원국의 우리나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C/O)에 대
한 불인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
지만,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차에 2008.4월 제5차 한-아세안 FTA 경
제협력 작업반 회의 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아세안 회원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들을 대상으로 초
청교육을 제안하여 아세안 협력기금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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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아세안 회원국 초청 원산지제도 연수계획 추진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국가 (인원)

제 1차

'08.9.21~9.27

대전, 서울

8개국 12명

제 2차

'09.11.8~11.14

대전, 서울

6개국 10명

제 3차

'10.6.27~7.3

서울. 성남

8개국 12명

2008년과 2009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10년도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서 실시하였다. 그만큼 동 프로그램은 한-아세안 사무국에서도 동 과정의 효과와 이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1주일 5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절차와 규정의 학
습과 토론, 그리고 서울세관 등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원산지증명 관리 실태를 견학하기 위한 산업현장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FTA추진정책의 최종목표는 협정의 체결이 아니라, 협정의 이행부
분이었다. FTA 초기에 이행위에 전혀 경험이 없던 관세청은 이행위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적극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세관직원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직원 초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한
파(親韓派)를 양성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한-아세안 FTA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5) 해외 진출기업 대상 FTA 상대국 현지 설명회 개최
FTA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활용교육을 강화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FTA미활용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외바이어의 무관심으로 조사되었다. (’08.2월 FTA
체결국 수출업체 1,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43%가 해외바이어의 미요청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FTA 활용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현지 바이어 대상 FTA 해외설명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세관 당국 간의 협의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는 해외 현지 FTA 활용설명회를 총 21회 개최하였으
며, 약 2,1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하였다. 2007년도 초기에는 주로 관세청 독자적으로 현지 대
사관, 상공인연합회 등과 해외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
를 구성하여 정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통관절차를
주로 설명하였고, 외교통상부는 FTA 추진전략, 기획재정부는 국내 지원대책 등 정부 기관 간 수행하
는 업무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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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지역은 주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가장 많이 개최
되었고, 2010.1.1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그 영역을 인도까지 넓혀 현지 FTA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전후로 현지 기업들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현지 세관방문을 방문하여 협력 회의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설명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설명회 전에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사항을 취합할 수 있도록 공지
하여 설명회 당시에 직접 답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80. 해외현지설명회 개최실적 (`07~`10.상반기)]
연도별

기간

횟수

장소(도시)

참석인원

2007

11.14~11.15

1

인도네시아(자카르타)

99
494

2008

5.25~5.31

3

태국(방콕), 인니(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2008

7.9~7.11

2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99

2009

3.2

1

태국(방콕)

190

2009

3.12~3.19

3

2009

6.10~6.20

3

2009

10.24~10.31

3

인도(뭄바이,첸나이,뉴델리)

2009

12.4

1

베트남(호치민)

100

2010

1.28

1

태국(방콕)

250

2010

4.4~4.11

2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캄보디아(프놈펜)

350

2010

4.24~4.27

1

베트남(하노이)

계

필리핀(마닐라), 태국(방콕),
인도네시아(발리)
캄보디아(프놈펜),
미얀마(양곤), 베트남(하노이)

21

129
206
200

50
2,167

그간 관세청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설명회에만 치중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는 수입자들은 대부분 FTA가 발효된 사실과 관세가 철폐되었다는 정
보 자체를 잘 몰랐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관세수입이 국가 재정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어 협정체결로 인한 관세인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과 우리나라 진출 기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례를 눈으로 보
면서 FTA 집행현장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실제 기업들이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
였고, 상대국 세관 행정의 낙후성을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경험도 하였다.
또한, 애로사항이나 상대국 세관의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면서 대책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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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해결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FTA 체결 상대국 현지
설명회는 해외 관세관 파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기업의 FTA 수출활
용률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3. `10.3월 인도네시아 FTA현지설명회]

4. 주요성과
FTA가 확산되는 초기에 한-아세안 FTA 등의 旣발효 FTA에 대한 이행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FTA 활용도 증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연간 약 1,432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향유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2007년도의 1.3%에서 2010.5
월에 21%로 상승하였다.
[표 81. FTA별 활용율]
구 분(발효)
한-칠레('04)

실제 특혜관세 대상*
수출

수입

99%

F TA 활용률**(금액기준)
수출

수입

60%

86%('05)→ 97%('08)

90%대 유지
23%('07)→93%('10.5)

한-싱가포르('06)

0%

8.40%

0%(싱가포르는 원래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 적용)

한-EF TA('06)

17%

79%

30%대 유지

30%대 유지

한-아세안('07)

40%

70%

1.3%('07)→21%('10.5)

8.8%('07)→49%('10.5)

한-인도('10)

80%

90%

15.4%('10.5)

7%('10.5)

* 관세 인하·철폐품목 중 원래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품목(T-2년~'10.5)
** (실질 개념) 실제 적용된 특혜관세 수출(입)액/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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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ASEAN FTA 발효에 힘입어 對ASEAN 교역규모와 무역수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6~2010년의 전체 교역규모가 연평균 약 9% 증가한 반면에 對ASEAN 교역량은
12% 증가하였다. 그리고 ASEAN이 2010년도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 82. 對ASEAN '06~'10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단위: %, %p)

구분

전체(A)

對ASE AN(B)

차이(B-A)

수출

9.4

13.4

4

수입

8.2

10.3

2.1

교역

8.9

12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83. 對ASEAN 교역 및 무역수지 동향]
(단위:백만불)

(단위:백만불)
16,000

120,000
100,000

교역량(좌축)

80,000

14,000

FTA발효('07. 6월)

[표 84. 2011년 對ASEAN 교역동향]
(단위:백만불)

(단위 :%,전년동기대비)

120,000

교역량(좌축)

45.0

무역수지(우축)

40.0

100,000

35.0

12,000

무역수지(우축)

10,000
8,000

60,000

6,000

40,000

30.0

80,000

25.0

60,000

20.0
15.0

40,000

4,000
20,000

2,000
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0

20,000

11.9

자료: 한국무역협회 (’11.9월는 연간누적수치)

5.0
0.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칠레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말 기준으로 71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교역량은 2004년 이후 연평균 약 24.1%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대비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9년간 對인도 교역량은 평균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CEPA가 발효된 2010
년 對인도 교역량은 40.8% 증가하였으며. 2010년 對인도 수출 증가율(42.7%)이 수입 증가율
(37%)을 상회하며 무역수지(48.8%)도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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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0년 우리의 전체 교역증가율이 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CEP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체 수출 및 수입증가율(%): 수출(28.3), 수입(31.6)

이처럼 FTA가 확산되는 초기에, 한-아세안 FTA 등의 旣발효 FTA에 대한 이행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향후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하였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베어링 등 주요 산업별 FTA 활용모델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FTA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및 무역비용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FTA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무역 全단계(기회포착→생산→수출→검증)에 걸쳐 수요자·현장중심 FTA 활용을 지원하였다.

< F TA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성공사례 >
- A사는 선박용 네비게이션에 대한 한·칠레 F TA 활용모델에 따라 연간 US$ 20,6 45 F TA 특혜 혜택 향유
- B사는‘아연 플레이크’수입관세 2억 원 환급으로 원가절감 기여
- C사는 한-아세안 F TA ('08년 5% → '09년 0%) C/O 발급으로 연간 US$ 661,451 관세절감에 따른 경쟁력 강화

원활한 FTA 이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였다. 원산지제도의 개선
으로 원산지 증명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편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편의성
을 제고하였으며, 구비서류의 작성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아국기업 및 한국 관
세청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섬유류 원산지 증명절차를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안) 및「원산지 규정 해석·적용」을 위한
공동 운영지침을 도입하여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FTA 초기 확산단계에서, 민·관 협력과 소통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창출하여 우리청
위상 제고 및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5. 향후과제
한-ASEAN FTA 등 旣발효 FTA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해외검증활동, 상대국과의 MOU 체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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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심사역량 배양 등 FTA 원산지 심사 기반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원산지기준 등 실질적 요건 적
발보다 세율오류 등 형식요건 심사비중이 여전히 높아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원산지 위험도 측정
및 전략적인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EU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지원
1. 개요
2010년도부터는 한-인도('10.1월), 한-EU('11.7월), 한-페루('11.8월) 등 FTA협정이 지속적
으로 발효(7개*)되었고,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 ('04)칠레, ('06)싱가폴·EFTA, ('07)아세안, ('10)인도, ('11)EU·페루
** ('09)1,204억 불→('10)2,480억 불→('11.8)1,984억 불

특히, 한-EU FTA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의 발효에 대비하였으며, 2011.7.1 한-EU
FTA 발효를 전후로, 한-EU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EU와의 FTA로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이 하나의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
해 당장 우리기업이 누릴 수 있는 관세절감 혜택이 1조 8000억 원에 달하였다.(충청투데이)
하지만, 한-EU FTA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에게만 관세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FTA 교역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심사, 원산지검증 등 FTA 집행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FTA활용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하여 인증수출
자 지정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17,956건('09년)→ 36,973('10.9
월))
이에 따라 FTA 무역체제 이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확보, 제도정비 등 적극적인 집행체제를 구축하
고,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확대를 통하여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적극적 이행체제 완성이 필요
하였다. 또한, FTA 혜택을 선점하는 한편,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FTA활
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FTA활용을 촉진하고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발·확충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본청–세관–유관기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활용 환경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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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2011.7.1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44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전체
교역비중의 25%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게 되었다.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FTA활용을 통해 수출시
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한-EU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중앙회, 경영자총협회의 경제5단체 소속 회원사 CEO
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도에만 총38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EU
FTA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국내 주요 업계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FTA 이행 전략수립에 참고하였다.
[표 85. 한－EU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설명회 실적(본부세관)]
연번

매체명

제목

비고

1

머니투데이

전국세관 비상, 통관 특별지원팀 24시간 운영

지면

2

대전일보

신속한 통관체제 구축, 인증 지원팀 신설키로

지면

3

충청투데이

관세청 한-EU 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시행

지면

4

연합뉴스

5

뉴시스

6
7

관세청,‘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마련

온라인

관세청, 한·EU F TA 시행... 활용지원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이투데이

관세청,‘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시행

온라인

파이낸셜

관세청, 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시행

온라인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EU FTA 발효에 따른 FTA 특혜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에 따라, FTA 상대국과의 MOU 체결과 같은 원산지 검증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EU F TA 발효에 따라, F 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3국산 물품을 F TA 체결국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내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중한 국가세원을 탈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요구된다.”
<'11.9.22 관세청 국정감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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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6개 광역시도·민간기관으로 구성된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2011.3.25
서울세관에서 외교통상부, 16개 광역시·도, 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등과 한자리에 모여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 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
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서로 공유하며, FTA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림 14. 기업지원협의회('11.3.25)]

3. 추진내용
(1) 한-EU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제도·법령 정비
EU는 아국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며, 한-EU FTA는 旣발효된 FTA에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들이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對EU 수
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적용 통관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FTA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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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FTA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개정내용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

시
행
령

한도 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에 대한 선착순 방법 배정
유렵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규정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

조문

비고

제3조제7항

신설

제4조제2항∼제5항
제4조의4
제8조의7

신설

제8조의9및별표6의2

신설

제15조의5

신설

EU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

제4조의3

신설

시행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 제도 도입

제6조의4

신설

규칙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

제7조1항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

제7조의2제1항

또한, 개정된 FTA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반영하여「한-EU FTA 수출입통관 집행에 관한 지
침」을 수립하고, FTA 발효와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FTA 특혜적용 통관물량의 체계적인 통
관을 지원하였다.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4시간 통관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 과 수출입업체
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FTA활용 특별지원대책’을 나누어 편성하고 한-EU FTA의 잠정 발효일
('11.7.1)로부터 1個月 간 운영하였다.
우선, 각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토록 하여 對EU 수
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 이외에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지원기간 중
常侍 허용토록 하였으며,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 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전·후 및 주말에 통관 및 선적지연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EU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
장하고, 특혜적용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FTA 활용을 위하여 본청 FTA집행기획관실 및 각 본부세관으로 구성된 ‘24시간 FTA활용
특별지원팀’은 특별지원기간 중 常侍 대기조를 편성하여 對EU 수출입기업 및 통관종사자 등의 FTA
활용실무 관련 상담·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한-EU FTA 특혜통관 물품 관련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상시 협의체제 구축이 가능하
였으며, 기업의 통관애로 및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관련사항 처
리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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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 간 징세기관으로서의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전환하여 FTA 이행중심기관으로서 대국
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FTA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
객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선, 변경된 제도 및 FTA특혜통관지침을 마련하여 한-EU FTA의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고자
업무담당직원 및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본부세관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EU FTA 활용
가이드, 수출입 통관 절차 지침 등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표 87. 본부세관 순회 설명회 개최 실적]
일시
'11.6.28(화)

'11.6.29(수)

지역

장소

공항

인천공항세관 강당

광주

광주세관 강당

대구

대구세관 강당

서울

서울세관 강당

부산

부산세관 강당

인천

인천세관 강당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성과 창출과 홍보를 통해 관세청의
한-EU FTA 활용 지원대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장을 확대하
였으며 해외 설명회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88. 한-EU FTA 활용 지원대책 보도자료('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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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명

제목

비고

1

머니투데이

전국세관 비상, 통관 특별지원팀 24시간 운영

지면

2

대전일보

신속한 통관체제 구축, 인증 지원팀 신설키로

지면

3

충청투데이

관세청 한-EU 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시행

지면

4

연합뉴스

5

뉴시스

6
7

관세청,‘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마련

온라인

관세청, 한·EU F TA 시행... 활용지원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이투데이

관세청,‘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시행

온라인

파이낸셜

관세청, F 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시행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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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한-EU FTA 활용 해외설명회 실적]
연번

일자

제목

1

'11.03.12~19

2

'11.05.23~06.01

장소

한-EU F TA 활용 설명회(대책본부1차)

스페인, 헝가리

한-EU F TA 활용 설명회

체코, 독일, 벨기에, 영국

(2) 對EU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및 확대
EU는 원산지 증명에 있어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FTA 체결국간의 거래에서 국경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인
증수출자를 부여하는 과정에 편입시킴으로써 수출자 및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
야만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EU FTA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세관
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청에서는 한-아세안 FTA 발효 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
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한-EFTA 발효를 맞이하여 동 제도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표 90.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 및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구분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07. 6.1 시행)

(`08. 7. 15 개정)

지정요건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 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 불 이상
- 최근 2년 간 관세법 및 F TA특례법 미위반자
- 전년도 C/O발급실적 20건 이상, 발급오류 비율 5% 이하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 간 관세법 및 F 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 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 발급자
- 최근 2년 간 5회 이상 C/O 미 반려자

지정혜택

- C/O발급시 신청서외 구비서류 생략
-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심사생략

-생산공장보유업체와 동일
-한-EF TA F TA의 Approved Expor ter 로 인정

현장확인

-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확인

유효기간

- 매 2년마다 점검, 이상이 없으면 기간 유효

- 3년(인증요건에 이상이 없으면 연장)

- 매 2년마다 점검
*원산지결정 및 C/O신청 적정여부
*지정기준 결격발생 여부

- 다음사항 발생시 점검
*국제원자재가격 급격한 변동
*인증물품 생산공정 변경
*인증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위험관리대상업체 선정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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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운영하였으나 기존의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고 향후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인증수출자의 종류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
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과 업체의 모든 생산품목에 대해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달리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이 아니라 HS 6단위에 해당하는 특정품목별 인증받은 협정에 대해서만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표 9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인증기준

5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따라서 한-EU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필수조건인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하여 「EU 수
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방안」('10.10.19)를 마련하고 EU 수출기업 중 우선인증지원 대상업체
(4,993개)에 대해 2011.7월까지 인증지정을 추진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한-아세안, 인도 등 타협정 인증기업의 EU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을 유도하고 중·장
기 목표로 한·EU 발효 전 인증대상 전체 기업의 인증완료를 추진하였다.

[표 92. 인증수출자 지정현황('10.10.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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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별 6천 유로 이상 EU 수출('09년)

인증 완료

진도율

대상기업수

7,66 4개

59개(업체별6, 품목별53)

0.7 7%

수출금액

미화 199.7억 불

47.5억 불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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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對기업 지원 강화 및 인증신청 쇄
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업체별 전담자 지정 등 인증실명제 도입을 통한
대상업체 책임관리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인증지정 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고취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인증심사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현재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던 인증신청을 서면으로 가능토록하여 시스템신청이 어려운 기업
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개선 방안」('10.11.12)을 시행하였다.
인증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컨설팅 등 우리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 확대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진도율 0.77%) FTA 발표 초기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先가인증·後본인증의 조건부 인증제도」('11.5.26)를 도입하였으며,
세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인증신청 유도를 위하여 세관에서 대상기업을 찾
아 인증 全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행정능력이 취약한 업체는 인증요건·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했다.
특단의 조치로서, 인증신청 기업의 先조건부인증·後본인증을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 실직요건을 심사하여 조건부 인증한 후에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원산지
증명서작성 대장·서명카드 비치 관리 등 형식적 요건은 조건부 인증 후 90일 본인증 신청 시 사후보
완 및 제출하여 심사하는 ‘조건부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표 93. 한-EU FTA 조건부 인증수출자 심사방법]
구분

세부 심사 내용

심사 단계

○ 품목별 인증수출자“조건부 인증 신청서”
조건부인증
신청서류 등

○ 해당 수출물품(HS 6단위)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소
명서·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출)

조건부인증
신청시 심사

○ 조건부 인증수출자 확약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자

법규 준수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 서명권자 지정 여부

90일내 보완

○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문자격증 또는 교육점수 보유 등

90일내 보완

○ (외부)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지정·운영 현황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여부
○ 최근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심사 생략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인증지정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CEO
간담회 개최 지속, 국내외 FTA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원산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증수출자 확대(진도율 97% 달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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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인증수출자 지정실적(`11.12.31일 기준)]
인증 실적

건별 6천유로 초과

구분

진도율

EU 수출('10년)

12월

누계('10.4월∼'11.12월)

대상기업수

4,333개

259개

4,202
(업체별359,품목별3,8 43)

97.00%

수출금액

미화 235.7억 불

0.6억 불

208.8억 불

88.60%

[표 95. 한-EU FTA 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실적(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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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1

'11.1.26

인증수출자 지정 등 F TA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명

부산세관

장소

2

'11.3.16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3

'11.3.17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4

'11.3.18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5

'11.3.22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6

'11.3.23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7

'11.3.24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8

'11.4.5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9

'11.4.7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10

'11.4.11

한-EU 발효대비 수출기업 CEO 간담회

부산세관

11

'11.4.12

서울본부세관장과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서울세관

12

'11.4.21

관내 수출기업 CEO간담회

13

'11.4.25

대 EU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부산(양산)세관
인천세관

14

'11.5.11

대 EU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인천세관

15

'11.5.18

대 EU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인천세관

16

'11.5.20

한-EU F TA 발효대비 관내 수출기업 CEO간담회

17

'11.5.25

대 EU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18

'11.6.9

함안지역 수출상위기업 CEO간담회

부산(마산)세관

19

'11.6.22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창원)세관

20

'11.7.15

F TA 대책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창원)세관

21

'11.8.25

광주전라지역F TA협의체 간담회

광주세관

22

'11.8.29

농수축산물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 임원 간담회

부산(마산)세관

23

'11.9.20

㈜경남무역 CEO간담회

부산(마산)세관

24

'11.9.30

`11. 3/4분기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창원)세관

25

'11.10.4

농수축산물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부산(마산)세관

26

'11.10.6

F TA 집행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간담회

부산(양산)세관
인천세관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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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FTA 집행 전담조직 신설
FTA 확산으로 우리나라 FTA 특혜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청에서 이를 전
담하고 있는 조직은 부족한 상태였다. 2007년에는 공정무역과에서 FTA이행팀 1개과가 FTA 협상과
이행,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속 1개팀으로 운영되던 FTA집행업무는 2010년 한-EU FTA의 발효가 임박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게 되었다. 2007년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기관발급으로 세
관행정에 부담을 주었으나, 일단 발급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이원적으로 발급되고 있어 초기 발급
절차나 규정만 정비되면 큰 부담이 없었다.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일시에 몰리기는 하였
지만, 점차 안정적인 운영현황을 보여줬다. 이에 비하여 한-EU FTA는 수출물품이 아니라 수출기업
에 대하여 일일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지정해야 하는 업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 말 장차관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는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FTA집행부서인 관세청의 인력과 구조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한-아세안 FTA등의 활용률을 2배 이상, 한-EU FTA 활용률을 70% 이상 제고하라는 지시가 있었
다.
FTA 업무는 ‘협상’에서 ‘집행’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집행을 전담하는 관세청의 FTA조직은
T/F는 102명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FTA이행과 1개팀을 임시조직으로 확대하였다.

[표 96. FTA집행조직 T/F 현황]
구분

T/F 구성 및 인원

본청 (3 4명)

차장 직속 F TA대책단 → 집행기획팀(21명), 원산지검증팀(13명)

서울(52명)

통관국 소속 집행총괄팀(17명), F TA집행팀(15명), 원산지검증팀(20명)

부산·인천

통관국 소속 F TA집행팀(부산 15명, 인천 20명)

대구·광주·평택

통관지원과 소속 F TA집행반(대구 9명, 광주 5명, 평택 5명)

기 발효된 각 8개의 협정은 새로운 개별 법령의 시행이며, 협정별로 상이한 법령들의 집행을 위한
하위법규·시스템 마련·운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한-EU
FTA는 6천 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이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특혜관세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2009년
수출액 기준 인증대상 4,471개 업체 중에서 367개 업체만 인증을 받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하였다.
원산지검증업무는 기존의 일반 수입심사와는 전혀 다른 고도의 역량 및 상대국 검증당국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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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등 국제적인 기법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응할 조직 및 인력의 부재로 선진국에 비해 원산지검
증업무의 생산성·경쟁력은 현저히 열위에 있었다.

[그림 15. 2011.4.26 FTA집행기획관실 출범식]

우선, FTA집행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본청에 局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크
게 나누어 제도개정과 기업지원, 협상과 이행위 참여, 국제 원산지 검증 공조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전략을 수립하였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세관에 FTA집행조직 신설을 추진하였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원
산지 인증업무와 검증업무를 들 수 있다. 우선 한-EU FTA 발효대비, 對EU 기업체기준 8.2%에 불
과한 인증수출자를 시급히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부당한 무관세 수입으로부터 국내산
업 보호, 세수확보 등을 위해 FTA 교역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사전 진단 서비스 등을 개발
하게 되었다.
본청에 1관 2과를 두어 14명을 증원하고 13명은 정원 조정하여 27명 규모로 신설하였고, 일선세
관에 5개 과를 신설하고 인원은 기존 132명을 조정하였고, 35명을 증원하여 157명 등 전체 184명
규모로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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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FTA집행기획관실 조직현황]
FTA집행기획관(고위)

FTA
집행

(1계) 법령(기발효 FTA 5개, 특례법령)·고시·지침 유권해석 및 제·개정

(5)명

(2계) 중소기업 FTA 활용실태 분석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 교육·홍보 및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 FTA 인프라 개발

(3)명

(3계) 對EU 인증수출자 확대대책, 인증제도 운영

(3)명

(4계) 지역별* FTA 신규협상(통관·원산지 분과) 참여
* 구주·중동, 미주, 아주·태평양

(3)명

기획
담당관
(16명)

(1계) 본청 및 각 세관 원산지 세무조사 총괄, 국내외 우회수출입 물품·공급자 정보분석 및
원산지
지원
담당관
(11명)

위험관리
(2~4계) 다음의 업무를 각 지역별(구주·미주·아주)로 운영
㉠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국의 세무조사 대비 지원
㉡ 상대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획·준비
㉢ (상대국 요청時) 아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 FTA 이행위원회(통관·원산지 분과) 참여

(4)명

각
(2)명

FTA집행국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충실한 FTA 대비가 가능해졌고, 인력도 관세청의 인력 효율화
를 통해 보강한 모범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들의
FTA활용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식 조직으로 출범함에 따라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에 박차를 가해 관세청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기업의 원산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
원산지증명은 특정품목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원산지 증명제도를 통해 특정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공신력을 보증하고 무역상대국이 믿고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원산지 증명방식은 증명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도와 자율발급제도로 나뉘는데 기관발급제도는 수
출국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협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며,
자율발급제도는 협정이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
지규정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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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한국 FTA의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 기관증명]
구분

한-싱가포르 F TA

한-아세안 F TA

한-인도 F TA

한-페루 F TA

증명방식

기관증명

기관증명

기관발급

기관증명→
자율증명

한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수출자 및 생산자

증명주체

한국: 관세청,
한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싱가포르: 싱가포르세관 아세안: 국가별 지정기관

증명방법

양국 각자증명방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유효기간

12개월

6개월

12개월

1년

자료보관의무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료보관기간

5년

3년

5년

5년

증명서
제출면제

$1,000 이하

FOB $200이하

개인 및 여행자 수하물

$1,000 이하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표 99. 한국 FTA의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 자율증명]
구분

한-칠레 F TA

한-EF TA F TA

한-미 F TA

한-EU F TA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인보이스신고방식

무형식(필수사항만 기재)

인보이스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2개월

4년

12개월

자료보관
의무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료보관기간

5년

5년

5년

5년

증명서 제출면제

$1,000 이하

$1,000 이하

개인 및 여행자수하물

$1,000 이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필수적이나 원재료공급자가 기업
정보의 유출을 우려하여 국내제조공정내역서, 투입원료명세서, 투입원료 원가명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꺼려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입수가 어려워 수출물품에 대한 FTA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FTA활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원산지 확인제도인
데, 이는 EU의 공급자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를 참고한 제도로 수출자 또는 최종생산자
의 원산지 확인 및 입증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원재료 공급자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작
성하여 수출자 또는 최종생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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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제도는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자 또는 최
종생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최종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00. 원산지 확인제도]

재료생산자

원재료원산지확인서

수출자
/최종생산자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
발급기관

원재료 원산지 적정여부 검증

원산지 확인제도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대한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규정
하여 수출자의 원재료 원산지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 및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계약자를 위해 건별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하지 않고 1년 간 반복 사용이 가능한 포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공급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FTA 특혜 수출을 촉진하였다.
또한,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이나 제공도 인정함으로
써 업체 간 서류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원산지관련 법규 준수 비용(Compliance cost)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추가로 첨부하는 수출관련 기본 서류,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
서, 원산지 확인서류, 국내제조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FTA 활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
인제도 도입을 계기로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이 FTA 특혜수출 확대에 결정적인 기폭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FTA 확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
무가 관세청과 대한상의 2개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기관별로 신청항목, 제출서류 등의 요구
정보가 달라 업체별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도 원재료 및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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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
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5)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개발·보급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관리가 필요하나,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의 원산지 관리는 지극히 어려운 상태로 예를 들어 자동차 1대 생산을 위해서는 2만 개
의 부품이 소요되며, 20여 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각 재료의 HS(세번)를 결정하고 각 부가가치
를 계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수출품 원산지 결정과정을 수입국 정부에 입증할 수 없는 경우
FTA특혜를 받지 못해 수출품 가격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제품의 효율적 원산지 관리를 위해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으나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복잡한 부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자체전산시스
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인력·비용 부담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자체 구축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정부예산으로 개발하였고, 2010년 9월부터
무료 보급하여 FTA원산지관리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FTA 활용 극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6. FTA-PASS 홈페이지 화면]

FTA-PASS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인력·비용 부담으로 FTA활용에 애
로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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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며, 제공방식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PC용 프로그램 및 웹방식 서
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F TA-PASS 종류>
- PC용 : 프로그램을 다운로하여 사용자 개인 PC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표준형, 섬유특화형, 원산지확인서 발급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 웹 용 : 웹페이지(www.f tapass.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2012.9.30 현재 FTA-PASS 사용현황을 보면 PC용 프로그램은 5,546개 업체(기업 4,542개,
관세법인 872개, 세관 및 기타 업체 132개)가 사용하고 있으며, 웹 방식 서비스는 2,997개 업체가
사용(기업 2,571개, 관세사 307개, 기타 119개)하고 있으며, 사용내용은 원산지 판정 78,876회,
증명서류 2,391건 발급 등이고, FTA-PASS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FTA확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 중이나 판정로직, 원산지기준 등 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것은 FTA-PASS가 유일하고 신뢰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FTA-PASS가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F TA-PASS」우수 사용 기업 >
- (GS 칼텍스) 주 원재료가 원유밖에 없어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하는데 용이
- ( DAS*) 자동차시트를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원재료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통해 원
산지 관련 데이터 관리
* 경주시소재 본사의 경우, 종업원이 1,000여 명에 연 매출 1조 원 상당 규모

연도별로 FTA-PASS 구축관련 주요추진실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9월7일 FTA-PASS를 개
발하여 전국 170여 개 중소기업과 주요 기관(무역협회, 관세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
소 등) 내·외빈 등을 초청하여 FTA-PASS 기능 설명 및 시연, 프로그램 CD전달행사를 가진 것
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출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세관 및 유
관기관에 게시·배포 하였으며, 이후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기 시작하여
2010.9.28까지 일반기업, 관세법인 등 436개 업체 총 908회를 다운로드 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 FTA-PASS의 기능 설명 및 시연을 위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실습 위주의 기업 실무자 설명회 및 전국 순회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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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프로그램에 FTA-PASS 활용 컨설팅을 편성하여 FTA-PASS 사용 기업에 대해 활용 설명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에 FTA-PASS 활용 성
공사례를 별도 분야로 배치하여 우수 활용기업을 시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배포 전·후로 기계·자동차·전기·섬유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 원산지관리 실
무자 82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자 설명회 및 전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 등 순회 시연회를 개최(총
12회, 8.25~9.29)하였으며, 기획재정부(FTA국내대책위원회),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배너를 게재 하였으며, FTA-PASS의 기능 및 장점
이 담긴 브로셔를 제작·배포(500부)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2011년도는 사용자 Needs에 부응하여 고객맞춤형 FTA-PASS 개발·보급에 목표를 가지고 웹
용 FTA-PASS를 2011년 10월4일에 출시하였다. FTA-PASS 홈페이지(http://www.ftapass.
or.kr)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원산지 판정 및 관련 서류 발급·보관·유통, 각종 신청 등 원산지관
리에 수반되는 서비스 일체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 개발된 PC용 FTA-PASS도 기능을 개선하여 중소 수출업체 및 상위 하청업체가 사용
하기 편리한 즉 웹용 FTA-PASS와 동일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형 FTA-PASS, 영세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판정, 확인서 발급·유통에 국한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세 업체용
FTA-PASS('11. 11월 출시)와 섬유·의류부문(HS 50〜63류) 수출업체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섬유·의류부문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유통 각종 신청이 가능한 맞춤형(섬유·의류부문) FTAPASS('11.5월 출시)를 개발하여 새로 구축된 FTA-PASS 홈페이지(http://www.ftapass.or.kr)
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서비스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아래와 같이 FTA-PASS 사용자 증가에 따른 FTA활용도가 제고되었으며 1
개업체당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입에 최소 15백만 원이 소요됨을 계산하면 약1,051억 원 비용절감 효
과가 발생하였다.
[표 101. FTA-PASS보급 실적]
연도

2010

2011

2012.9말

누계

P C용

1,129

3,102

1,315

5,546

웹 용

-

732

2,265

2,997

합 계

1,129

3,83 4

3,588

8,543

구분

전년대비 증가

25%↑

(6) 소액물품(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한 FTA 특혜적용 제도 신설
FTA 혜택 향유의 對국민 차원 확대를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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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이 절실하였고 이를 위하여 EU 주요 7개국(영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의 각 주재관을 통하여 관련 정책사례를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소액물품 FTA 적용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민들
이 최소한의 절차로 원활한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표 102. 한-EU FTA 분야별 소액물품 적용기준]
구분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특송물품

신청

휴대품신고서 특혜신청

간이통관신청서
특혜신청

간이·일반수입신고

금액

협정당사국에서 구매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사인간 특송업체로 배송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용도

비상업용

좌동
(전자상거래 제외)

좌동
(전자상거래 제외)

과세가격

면세가 400불 공제한
잔액에 협정세율 적용

CIF 가격

CIF 가격

확인

구매영수증, 원산지표시 확인

좌동

좌동

구매영수증上 원산지 문안· 판매자
서명 수기 기재 등 인정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번호 기재)

협정에 따른 정식 원산지증
명서 제출

좌동

대상

통관

*1,000불
초과

그러나, 여행자가 사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업무절차 미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고 내부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도 혼선이 야기되자,
일반수입 신고시 사후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준용하여 여행자 휴대품에도 동일한 적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서류가 없으며
- 사후에 구매영수증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특성이 감안된 새로운 사후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새로운 절
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휴대품 신고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의사가 있는 여행자 중 원산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정적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 후, 요
건을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사후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마련하여
FTA 稅테크 효과를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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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 FTA 활용 시장 육성을 통한 FTA 활용 역량 강화
한-아세안, 한-EU FTA 등 거대시장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인해 FTA활용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었다.

<전국 지역 F TA활용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기재부 '11.5~'12.2월)>
- 설문기업의 18.8%가 F TA 미활용의 사유로 전문 인력 부족 지적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FTA활용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해줄 전문가 pool도 구
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진행 중인 FTA교육, 컨설팅 등이 관세사를 중심으로 원산지 등 통관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원산지, 조달, 생산, 물류, 마케팅(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FTA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인
력도 절대 부족하였고,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지방 중소기업 FTA활용의 어려
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는 한-EU FTA의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의 낮은 원산지규정 이해도를
감안,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의해 최초 논의되었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시 원산지 관리능력에 대해 세관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전담할 수 있
는 FTA 원산지 전문가를 육성하여 많은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 원산지관련 정보·컨설팅·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기관으로 지정하였다.('1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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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운용 개요>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 합격기준 : 기본교육 이수 및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4과목) : F 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수출입통관 실무,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0년 6월에 제1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차후 국가공인자격으로서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하였다.('10.12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총 90회에 걸쳐 6,098명을 대상으로 FTA 협정, 품목분류, 수출입통관,
원산지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03. 원산지관리사 교육수료 현황]
연도별

기본교육

수료인원

개설지역

'10년

10회

7 74명

2개

'11년

30회

2,267명

13개

'12년 9월말

50회

3,057명

15개

합계

90회

6,098명

-

또한 총 6회의 자격시험을 통해 885명의 원산지관리사를 배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104. 연도별 원산지관리사 시험현황]
구분

응시대상

응시인원

합격인원

1회(2010년)

288명

28 4명

150명

2회(2010년)

4 41명

383명

91명

3회(2011년)

706명

624명

194명

4회(2011년)

696명

602명

129명

5회(2012년)

816명

728명

165명

6회(2012년)

620명

552명

156명

177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과 FTA 원산지에 대
한 자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자격화를 추진하는 한편, FTA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연간 시행하는 자격시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
려서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원산지관리사 응시 필수요건인 사전교육의 인정범위를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교육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MOU를 맺은 FTA강좌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
의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사전교육 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표 105. 원산지관리사 시험 개선 내용]
구분

종전

개선

합격자 확대

연 2회, 합격률 30%

연 3회, 합격률 30%

자격증 종류

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12. 3월 기신청)

사전 교육*
(3일, 24시간)

시험응시 자격조건

시험응시 자격조건 완화
장기적으로 폐지 검토

(8)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관련 정보제공
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사전 검증 서비스 제공
한-EU FTA하에서의 원산지증명은 기존의 FTA에서 정한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과는 달리 송
장가격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증 받은 수출자에 한하여 송품장에 원산지물품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을 발
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에 의하여 체약국 수입자는 특혜관세신청을 하고 수입국 세관이 동 신청
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임의 선별하여 상대국 수출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원산지검증에 대하여 우리기업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하여 2010.9.1자 자유
무역협정에 다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을 관세청 훈령 제1409호로 제정하였
다.
이에 따라, 2010.7월부터 원산지사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의 호응이 좋
아 테마별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다.
對 EU 수출품목 중 자동차 부품, 전자, 직물 등 고위험 원산지검증 품목을 테마로 선정하여 전국
세관에서 동시에 해당 물품 수출기업을 사전진단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하여 원산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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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방식은 실제 검증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서명권자, 증명서류 보관실태, FTA
전담자 지정, 원산지기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기
업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 지정 혜택도 부여하였다.

[표 106. 원산지사전 검증 서비스 실적]
(기간 : '10 ~ '12.9월)

사전검증 완료 업체수

검증결과

현황

원산지기준 충족

129

161

원산지기준 불충족

12

검증 중단

20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유럽연합(EU) 주력 수출품목인 철장, 기계, 화학,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류 등 92개 수출업체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원산지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은 상당수 업체가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해소해 한-EU
F 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지사전진단서비스 관련 언론보도('12.5.17, 파이낸셜뉴스 등 5개)>

② 제1차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최
2011.7.1자 한-EU FTA 발효로 본격적인 FTA무역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FTA 활용의 중요성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EU국가로부터 원산지검증을 직접 담
당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그림 17. 제1차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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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사는 2011.6.9(목)에서 6.10(금),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활용을 넘어 성장으로- FTA稅
테크」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수출입기업, 경제 및 산업협회,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석
하였다.
한-EU FTA 발효 직전에 개최한 최초의 FTA원산지 관련 컨퍼런스로 EU(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원산지검증 프로세스 및 각 나라별 원산지 검증사례 비교분석계기를 마련하
였다.
또한, 對 EU 수출기업체의 EU 각 나라의 인증, 검증 및 직접운송에 대한 궁금증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기업들이 원산지검증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도록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관세청은 오는 6월 9일 민·관·학 공동으로 잠실롯데호텔에서 국제 원산지컨퍼런스(Internaional Origin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7.1일부터 한-EU F TA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F TA 무역시
대' 진입에 따라 F TA 활용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국내기업의 F TA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11.5.30, 대전뉴스와이어>

③ 제2차 국제원산지컨퍼런스 개최
한-EU FTA가 발효된 1년을 기념하고 또한 EU 국가로부터 원산지검증요청에 전략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제2차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12.5.22(화)에서 5.23(수) “국제원산지검증 및 FTA 활용과의 조화”라는 주제로 관세
청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수출입기업, 경제 및 산업협회,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18. 제2차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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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EU, 아세
안, EFTA, 인도 등 20여 개국의 원산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FTA 활용극대화를 위한 국제원산지
규정의 표준화와 FTA체결국간 원산지검증 절차의 조화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FTA확산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
지는 반면, 국가간 불투명한 원산지검증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절차의 조화에 관한 휼륭한 ‘지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은 각 국의 FTA특혜통관절차 및 원산지검증절차를 한자리에서 입수함으로써 최소의
원산지 관리비용으로 FTA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법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외 원산지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기업의 성공적인 F TA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F TA시대를 맞
아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국제원산지검증과 F TA활용의 조화’라는 주제로‘제2회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2.5.22, 파이낸셜뉴스, 야후등>

(9) 원산지검증 업무 효율화를 위한 FTA 상대국과의 MOU 체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 FTA의 원산지검증은 수출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대국의 신의성실이
중요해진 상황이었다. 특히, 협정 해석의 차이 또는 상대국의 낙후된 행정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에 따라 통상마찰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국가와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FTA이행을 원활히하기 위한 협의 채널 구축 및 상호간 검증
절차 표준화가 필요하여 이에 제도적 장치로 원산지검증 협력 MOU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기체결한 FTA 중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검증은 세관당국이 아닌 수출국의 통상담당 부
처가 담당하고 있어 상대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산지검증협력을 위한 MOU 체결인 것이다. 이러한 MOU 체결의 기본 방향은 원산지검증
협력 및 정보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FTA 이행 원활화 및 공정무역 실현 토대를 구축하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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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검증연락창구를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연락 창구 개설 조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원산지규정·통관절차·원산지세탁 정보 제공 협조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 위험관리기법 교환·원산지검증 우수사례 공유·원산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원산지세미나 공동 개최를 상호협력
을 위한 협력지원 조항
- 검증요청방법·요청접수통보·정보제공범위·회신기한준수·검증기간연장·연장결과 통지방법 등에 대한 절차 구체화
를 위한 원산지검증절차 조항
- 특혜관세 배제 명확화 등

상기 내용을 반영한 MOU가 말련,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수차례 MOU 문안 협의를 거쳐 마침내
체결되어 지금 현재 발효되고 있다.
최초로 체결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2010.11.15 서울에서 한국관세청장과 국제 통상산업부 사
무차관간에 한-말련 원산지검증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동 서명식 개최시 양국간 무역증진방안,
FTA 활용촉진방안, 우리 현지진출기업 애로사항을 교환하였다.

[그림 19. 한-말련 원산지검증 상호 협력 MOU 서명식]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와 원산지증명 및 검증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압두라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사무차관이 두 나라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한-아세
안 F TA 발효 후 아세안국가와 원산지검증협력 MOU를 주고받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처음이다.
<'10.11.15, 아시아경제 인터넷 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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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는 관세청이 2010.3월 MOU 초안을 제안하여 하노이에서 1차 문안협의를 개최한 후 여
러 차례 문안수정작업을 거쳐 2011.3.4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후 베트남 통상
산업부에서 서명식을 거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MOU가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11.2.1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 직후 우리청
과, 인니측 대외무역청 및 관세청간 3자 방식으로 서명하여 서명 일에 곧바로 발효되었다.
태국과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태국 관세청과 상무부로 이원화 되어있어 원산지검증
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1.3.25 원산지검증협력 MOU체결을 제안하였다.
2011.5월 태국에서, 2011.9월 서울에서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태국은 최근 개정된
헌법에 의해 외국과의 협정이나 여하 형태의 MOU 체결을 위하여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태국입장을 감안하여 국제조약방식의
MOU 대신 양국기관장의 합의서한(agreed letter) 교환방식 등을 통해 2012년에는 탄력적으로 대
응할 계획이다.

[그림 20. 2011.5.23, 태국 상무부 국제회의실]

미얀마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 유사하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각각 미얀마 상무부와 관
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원산지검증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1.3.25 관세청은 3자간(한국 관세청,
미얀마 관세청 및 상무부)의 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미얀마는 FTA상대국과의 MOU 체결 경험도 없고 행정절차가 낙후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
다. 그래서 수차례 주한 미얀마 상무관 및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MOU 체결 협조를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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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7 미얀마 측에서는 협정과 MOU의 차이가 없다는 핑계로 MOU 체결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였다.
2011.8.1 관세청은 미얀마측에 다시 MOU와 협정의 차이점, MOU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갖
게 하여 2011.11 미얀마 의류 수출업체 현지검증을 위한 미얀마 방문 시 미얀마 관세청과 원산지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미얀마 관세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은 김석오 원산지지원담당관을 수
석대표로 하여 5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미얀마측은 MOU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만 상무부는 장관급 부처이어
서 관세청과 격이 맞지 않으므로 관세청과 동급의 무역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1. 2011.11.17, 미얀마 관세청 국제회의실]

한-EFTA 원산지협력을 위한 MOU 추진은 당초에는 스위스와 원산지검증과정해서 발생한 예
외적인 상황의 경우 검증기한 연장문제, 협정에서 정한 장부보관기간 이견, 충분한 정보 제공의 범
위 및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MOU를 스위스 관세청에
2011.4.5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위스측은 양자 MOU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2011.7.11 서울에서 개최
된 양자간 원산지전문가 실무협의에서 한-EFTA MOU방식의 협의를 시사하였다.
2011.12월 스위스 관세청에서 동 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EFTA사무국 및 각 회원국대표들이 참
석하였고 EFTA측 수석대표는 Mr. Arther Muller FTA협상과장이, 우리 측에서는 김석오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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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EFTA측은 우리측 제안 문구에 대하
여 상당한 이견을 피력하였지만 MOU 체결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지금까지의 MOU
체결에 부정적, 수동적인 입장에서 많이 변화되었다.
2012년도에는 작년에 MOU협의가 진행 중인 미얀마, EFTA와 계속하여 MOU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4월에 필리핀 현지검증 건과 연계하여 원산지협력 MOU에 대하여 필리핀 관세청에서
MOU문안을 협의하였다.
필리핀 관세청에서는 Maria Caridad P. Manarnag 정보협력국장 등 5명이 참여하고 우리청에
서는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심갑영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명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에서 필리핀 측은 당초 협정과 MOU간에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가 우리청의 MOU체결 활동사항을 청취한 후 긍정적 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2012.8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원산지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와는 원산지검증 기한 미준수 등으로 상호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을 없애고 또한 향후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을 증진하기 위한 원산지검증협력 MOU문안을 작성하여 인도 측에 2012.7
월 제안하였다.

[표 107. 원산지검증 협력 MOU 체결 현황]
('12.9. 현재)

국가

체결
완료

진행현황
말레이시아

■ 조약심의 등 국내절차 완료, '10.11.15 양국간 정식서명
* 한-말련 F TA협력 MOU 1주년 평가 (말련 통상부, '11.11.14)

인도네시아

■조약심의 등 국내절차 완료, '11.02.15 양국간 정식서명

베트남
태국

진행중

■조약심의 등 국내절차 완료, '11.03.04 양국간 정식서명
* 한-베트남 F TA협력 MOU 1주년 평가 (베트남 통상부, '12.04.03)
■실무회담 2회 개최 ('11. 5월 태국, '11.9월 서울)

EF TA

■실무협의 3회 개최 ('11.12. 스위스, '12.3월,5월 서울)

미얀마

■실무회담 2회 개최 ('11.11. 미얀마,‘12.5월 서울)

필리핀

■실무회담 1회 개최 ('12. 4, 필리핀)

인도

■MOU 체결 정식 제안 ('12.7)

미국

■MOU 체결 제안 ('12.9)

(10) FTA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한-EU FTA 발효에 대한 준비와 성공적인 이행 관리를 위하여, CE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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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FTA 정보전달 및 활용지원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APP)을 개발하여 보급하
게 되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FTA 관련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CEO의 FTA 인식확산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CEO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2010년, 4건) 아세안 및 EU 수출기업, 울산지역 CEO 대상 간담회 실시
- ( 2011년, 38건) 한·EU F TA 발효에 따른 CEO의 F TA 관심 제고를 통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및 현장의 애로·건의사
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한 F TA 활용률 제고

[그림 22. 광주 상공인 간담회('11.4.18)]

[그림 23.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F TA 활용
간담회('12.4.5)]

[표 108. 2011년도 간담회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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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간담회명

일자

1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의를 위한 간담회, 상의 대전지부

1.25

2

F TA 수출기업 활용률 제고방안, 재경회

1.25

3

인증수출자 지정 등 F TA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26

4

한· EU, 미국 F TA 현안 및 대응방안, 구미지역 관세사

3.11

5

F TA 활용도 제고방안, 상의 구미지부

3.11

6

F TA 활용도 제고방안, 상의 포항지부

3.14

7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 일흥 외 다수

3.16

8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대한전선(주) 외 다수

3.17

9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농심 외 다수

3.18

10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파카공조 외 다수

3.22

11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성엔지니어링(주) 외 다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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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대화산기 외 다수

3.24

13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삼성물산(주) 외 25개

4.5

14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엔텔코리아 외 43개

4.7

15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무역협회

4.7

16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미래나노텍(주) 외 16개

4.11

17

경남지역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4.12

18

수출기업 CEO와의 간담회, (주)엘에스바이오 외 28개

4.13

19

F TA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 상의 인천지부

4.14

20

F TA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 상의 광주지부

4.18

21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주)포스텍전자 외 12개

4.21

22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후성테크 외 9개

4.25

23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인지컨트롤스 외 10개

5.11

24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팬텍 외 11개

5.18

25

EU 수출기업 CEO간담회, 고려제강(주) 외 16개

5.2

26

EU 수출기업 CEO 간담회, 연우 외 11개

5.25

27

EU 대사 초청 간담회

6.3

28

함안지역 수출 상위기업 CEO간담회, (주)현대단조 외 4개

6.9

29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창원시청 외 10개 기관

6.22

30

F TA 대책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경남도청 외 6개 기관

7.15

31

광주·전라지역 F TA 협의체(14개 기관)

8.25
8.29, 9.20,
10.4

32

농수축산물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를 위한 임원 간담회, (주)경남무역

33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한국산업단지 외 10개 기관

34

F TA 집행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무역협회, KOTR A,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자
동차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10.5~
10.6

35

합천축협 CEO간담회

10.19

36

수출기업 CEO 간담회, (주)필룩스 외 32개

11.23

37

수출기업 CEO 간담회, (주)코다코 외 24개 업체

11.29

38

한-미 F TA 발효대비 對美 수출기업 CEO 간담회, (주) 팬텍 외 5개

12.21

9.3

아이폰, 안드로이드 버전 등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수
요의 충족을 위해 「스마트 FTA」 웹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였으며, 아이폰용 「스마트 FTA」 先개발
('10.5월) 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른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 웹을 추가 개발('11.5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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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9. 스마트 FTA웹 개발 내용]
메뉴

내용

비고

F TA 길라잡이

F TA 체결현황 등 기본정보 제공

F TA 용어사전

F TA 관련 용어 설명

F TA 활용매뉴얼

협정별 F TA 활용절차 설명

F TA 세율마법사

F TA 협정세율·결정기준 검색

인증수출자가이드

인증수출자 종합지침 등재
인증담당부서 연락처 자동연결

<Intro 화면>

<상세 메뉴 화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스마트기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해 新개념의 모
바일 앱 개발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민서비스 스마트 폰 앱 개발 활성화) 현재 스마트폰 앱 서비스 중인 스마트 F TA, 수출입 통계, 유통이력관리 등의 업무 외
에도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확대할 것
<'12.5.29, 관세청 확대간부회의시 청장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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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FTA 활용 현황을 전파하고 국내외 FTA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수출입 기업 및 언론사에 전
파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파악한 각종 애로사항 및 건
의사항에 대해 對기업 FTA 지원책 수립에 활용하게 되었다.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산업별, 지역별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담회를 실시
할 것이며, 국민들이 FTA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FTA 활용 취약산업 발굴 및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 실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추이가 정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기업의 수출활용률
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2011.3.10~16까지 308개 업체, 408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활용이 저
조한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FTA 과장을 반장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진
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FTA 활용여지가 높은 산업과 산업별 실태가 도출되었다.

[표 110. 활용여지가 높은 섬유, 기계산업의 실태조사결과]
▶ 섬유산업 : C/O발급 어려움, 바이어 미요청, 인증수출자 미지정(활용률 1.2% ⇒ 13.5% 가능)

FTA 활용
원산지 기준

한-아세안 활용률 1.2%, 한-EU 인증수출자 금액기준 41%
복잡하고 난해한 기준으로 FTA 수출 활용 포기
* FTA-PASS에서도 섬유산업의 원산지 기준은 미구현 상태

교육·컨설팅

단순 개론 위주 교육으로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고
FTA 활용을 위한 관련정보 및 참고자료도 부족

섬유산업 구조

原絲를 공급하는 대기업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제조가공 업체는 영세성으로 전담 인력·역량부족

국가간 무역 구조

대구 섬유업체들은 아세안 현지 보세·자유무역
시스템 활용 ⇒ 한-아세안보다 한-미/한-EU FTA에 관심 표명

▶ 기계산업 : 정보부족, 인증수출자 미지정 (활용률 15.3% ⇒ 71.6% 가능)

FTA 활용

한-아세안 활용률 13%, 한-EU 인증수출자 금액기준 55%

다양한 부품/모델

원산지증명을 위해서는 수백개의 부품별 원산지 확인서가
요구되나, 영세 하청업자들은 확인서 발급 역량 부족

교육·컨설팅

기계산업에 특화된 교육 부재, 대도시에 교육이 개설되어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교육 접근성 저하

기계산업 구조

대기업은 사후검증에 대비, 원가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
하청업체는 FTA 전담 인력 및 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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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산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Role-Model化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주요 대상
업체 선정작업이 진행되었다.
[표 111. 주요 대상업체]
◇ 섬유산업
업체명

HS10

품명

MFN

양허

활용률

***텍스타일(주)

6004100000

편직물

10

0

2.60%

**섬유

5407611000

폴리에스터직물

15

0

0.00%

**물산

60063 40000

편직물

15

0

0.00%

**텍(주)

5903200000

기타의직물

5

0

0.50%

**트레이딩

5513110000

P/C직물

10

0

0.00%

업체명

HS10

품명

MFN

양허

활용률

**공업㈜

8 40290,8 40690
8 40490,8 40420

난방기부품,
원동기부품

2001-05-10

0

0%

◇ 기계산업

**테크㈜

8 41480, 8 47989

(주)**공장

8 483 409020

기체펌프, 기타기계 2000-05-10
전동축및기어

**테크엠(주)

8 428332000

운반하역기계

5

0

0%

㈜**

8 414909010

펌프부품

01월 10일

0

0%

5

0

0%

0

0%

또한 이를 지역별, 산업별로 공유하고 시사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지자체-세관의 협업
사업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섬유산업은 대구광역시, 기계산업은 창원시를 파
트너로 하여 지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접촉이 전개되었다.
관세청은 2011.4.15 부산, 대구본부세관 FTA 집행팀장과 내부 사전검토회의를 가지고, 4.18에
는 본부세관, 지자체(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창원시 기업사랑과)와 기관간 사업추진회의를 통해 사
업 추진방향 및 기관간 역할,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관세청은 사업목표 설정, 대상업체 선정, 추진실적 모니터링과 공유, 시스템·
컨텐츠 지원, 제도개선을, 본부세관은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개시 및 성과홍보, 단계별 기업군별
교육·컨설팅 추진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대상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소·예산·인력을 지원·홍
보하도록 기관 상호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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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시범사업 추진계획]
◇ 섬유산업 : 관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광역시 (`11.4.18~6.19)
구분

세부내용

① 사업목표

■한·EU 대비 인증수출자 지정(현재41%→ 90%)

② 원산지기준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및 F TA-PASS 반영
*섬유류 T/F운영(관세청·세관주도, 대구시/섬유협회 참여)

③ 교육컨설팅

■원청-하도급 기업 그룹단위 특화교육 전환

④ 원사공급 대기업

■행정지도(※공동신고센터 운영)

⑤ 대국민 홍보

■관세청, 지자체 공동으로 언론매체 홍보 추진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

◇ 기계산업 : 관세청·부산본부세관·창원시 (`11.4.18~6.19)
구분
① 사업목표
② 권역내 세관참여
③ 교육컨설팅

세부내용
■한-아세안 활용률 2배 제고·인증수출자 90%달성 (현재 13%→26%↑)
■창원에서 50分내 거리에 있는 세관(마산, 김해, 창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원산지
확인업무 지원
■교육대상/목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전문교육(실무직원/수출활용),On-line일반교육(유관직원/FTA이해)

④ 관세사활용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세사가 영세기업의 원산지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⑤ 원가자료 요구관행

■행정지도(※공동신고센터 운영)

세관-지자체와 2개월 간의 시범사업 추진결과 대구광역시 섬유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90.4%
까지 지정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창원시 기계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는 60%, 활용률은 38%
를 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만, 기계산업의 경우 다수의 원재료가 투입되는 산업의 특성상 단기간내 원산지 소명이 어려워
서 목표달성에는 미달하였으나, 시범사업 완료후 세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은 계속되었다.
FTA 활용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추진된 시범사업은 향후 한-미 FTA 발효에도 발판이 되어 지자
체뿐만 아니라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FTA 활용제고를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12)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FTA와의 체결국가가 증대하면서 FTA를 통한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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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로 EU나 미국 등 선진국과
의 FTA는 발효초기부터 약 5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데 비하여 아세안, 인도 등 후진국과의
FTA는 20% 미만의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후진국과의 FTA에서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FTA 관련 기업 통관애로로 인하여 발생된 것
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한다거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등으로 아세
안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FTA는 관세철폐를 기반으로 양국의 교역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데 있지만, 서로 상
이한 제도,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관세청에서는 별도 해외 FTA통
관애로 센터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건별로 접수하고 현지 컨택포인트나 관세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해외통관 애로 발생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통관애로사항 발생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인 통관
애로 해소 프로세스의 미비를 들 수 있었다. 통관애로를 접수하는 전담자도 없었고, 분석·처리절차
에 대한 규정도 없었으며, 해외 컨택 포인트 구축도 미미한 상태였다.
통관애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존 접수된 통관애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고, 통관애로 접수·조치·환류의 프로세스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관애로 정보가 각 세관에 산재되어 있고 통관애로를 처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였으
며, 통관애로 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하였다.

# 추진실적
통관애로 해소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2010.4월 관세청 FTA종합대책단(임시 TF)가 설치
되면서 대외협력과에서 담당하였고, FTA활용 제고를 위한 기업통관애로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
반이 마련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말까지 접수된 통관애로 현황은 전체 156건으로, 협정국가가 늘어나면서 증
가추세에 있다. 이중 1/3인 아세안에서 111건이 발생하였다. 11년도에는 EU가 30건으로 이는 발효
초기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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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협정별 통관애로 현황 ('07~'11)]
구분

'07

'08

'09

'10

'11
1

1

한-아세안

11

3

14

54

29

111

한-인도

-

-

2

2

6

10

한-EU

-

-

-

8

30

38

APTA

3

3

한-미

1

1

70

156

한-칠레

합계

11

3

16

56

합계(건)

통관애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불
인정하는 것이었다. 주로 아세안, 인도에서 나타나는 애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발급
신청하고, 실제 증명서도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는 관계로 현행 아세안 국가에서는 종이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또한 서명이 전산파일로 입
력되어 크기가 다르거나 원본 서명파일과 다르게 출력되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의 피해가 많은 편이
었다.
그 다음으로 정보의 지연제공을 들 수 있다. 이는 FTA가 발효가 된 이후에도 해당세관에서 발효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특혜적용을 해주지 않는 유형이다.

[표 114. 통관애로 유형별 현황 ('07~'11)]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건)

상대국 세관의 C/O 불인정

10

1

-

10

34

55

품목분류/평가의 자의성

-

-

7

3

9

19

상대국 세관의 C/O 발급거부

-

-

-

4

5

9

제도의 개선

-

1

3

28

3

35

세금부담(관세 및 내국세)

-

-

2

3

-

5

정보의 지연제공

-

-

2

12

14

28

부조리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

1

1

2

4

5

13

합계

11

3

16

64

70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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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통관애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여 통관애로 해소에 주력한 결과 전체적으
로 FTA활용률이 증가되었다. 통관애로는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여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되
었다. 또한, 협정 발효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행위원회 의제로 애로사항을 채택하여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직원들을 초빙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
항 해결사례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고, 해외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세관직원들이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경험하게 하여 상대국 세관의 이해를 높였다.
앞으로 FTA체결국가가 증가하고, 서로 다른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애로중 해결이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국 제도에 대한 무지이다.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거나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체결국에 대한 통관절
차, FTA특혜적용절차를 입수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서 정당한 처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세관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다.

(13)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 당국간 이행협력 강화
한-EU FTA가 2011.7.1 발효되고 난후 2011.12.14(수)∼15(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발효 후 5
개월이 지나 제1차 한-EU 관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양국 세관당국간 이행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
위원회 운영방안, FTA 활용관련 정보교환, 원산지검증 효율화 방안, 원산지규정 해석관련 등이 긴밀
히 논의되었다. 차기회의는 2012.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① 관세위원회 운영 방안
양측은 종전 한-EU 세관상호협력협정에 따라 우리청과 EU관세총국간 진행되던 세관협력회의도
금년부터 관세위원회로 통합하여 관세분야 협정 이행 및 세관협력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관세위원회 연락처도 그간 기재부(FTA관세이행과장) 단독으로 관세접촉선(CCP)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우리청(FTA협력과)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다.

② FTA 활용관련 정보 교환
우리측에서 FTA 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율 관련자료 교환을 제안하여 양측은 매
6개월마다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지속적인 활용율 교환 필요성은 2년 경과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EU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통계작성 HS단위를 한국은 10단위, EU는 8단위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
의 후 입장 통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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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수출자 정보교환
우리청은 원산지검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수출자 지정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
안 논의를 제안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EU측에 웹사이트 개발 의사 타진한 결과
EU측은 웹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인증번호 조회시 도용가능성이 있어 개발 필요성에 대하
여는 추후 재논의하자고 요청하였다.

④ 원산지검증 컨텍포인트 정보교환
우리청은 원산지 국제검증에 따르는 행정오류를 막기 위해 각 회원국별 원산지검증 연락창구 재정
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거나 반송된 일부 EU27개 회원국의 원산지검증 컨텍포인
트 재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EU측은 원산지검증연락처 변경 시 동사항을 즉시 통보하기로 합의하
였다.

⑤ 직접운송 완화
EU측에서 GI(지리적 표시)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위주로 물류기지 이용 기업들의 무역거래 형태를
반영한 직접운송 요건 완화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은 EU 중소기업들은 한국수입자와 직접 접
촉이 어렵고 제3자를 이용한 무역거래방식이 대다수이어서 FTA특혜 향유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청은 싱가폴중계항의 보세창고 점검결과 포장분리작업에 따른 원산지 불법세탁 개연성, 환적
국에 대한 검증권한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고, EU측은 지리적표시(GI) 물품은 환적항에
서 원산지세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GI물품과 같은 특정 건을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물류기지를 싱가폴 대신 한국을
중계항으로 활용하면 유럽기업들이 특혜향유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자의 입
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양측 전문가를 선정하여 포장분리 작업에 따른 검증 위험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⑥ 특혜관세대우 영역 적용
우리측에서 안도라, 산마리노와 직접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성
을 제기하면서 모나코 등 EU회원국이 아니나 EU관세영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특혜관세 허용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EU측은 한국산 물품이 산마리노, 안도라 또는 EU영역에 속하는 모나코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특혜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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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EU AEO MRA 추진 제안
우리청은 AEO MRA는 한-EU FTA의 효과를 증진하고, 수출입 안전망 구축으로 위험물품에
만 집중관리함으로써 물류흐름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청이 시행중인 AEO제도 및
MRA추진을 소개하고, EU측에 양국간 AEO MRA 체결을 공식으로 제안하였다.
EU측은 우리청 제안을 환영하며, FTA체제하의 법적 근거 파악을 위한 내부 법률 검토가 필요함
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안전을 위한 EU측 활동으로 도착전 정보제공, 자동 위험관리, AEO제도가 있
고, 우수인증업체는 4,600개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0년에 일본과 AEO를 체결하였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안도라와 국경안전조치를 하였
고, 미국과도 AEO 체결한 사실을 소개하였다.
AEO를 상호 인증하는 데 통상적으로 2~3년 소요되며, 4단계를 거치고, AEO는 FTA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legal sevice부서와 협의한 후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청은 내년 4월초에 AEO국제컨퍼런스개최를 소개하면서 EU측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EU측
은 아직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피력하였다.

(14) 효과적인 FTA 활용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도구 마련
동시다발적인 FTA발효와 함께 관세청 내 FTA 전담조직인 FTA집행기획담당관실이 신규 출범하
였으나, 상대국과의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FTA 활용수준을 진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분석도구나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FTA 협정·국가별로 양허대상·폭·절차, 품목분류, 국가간 세율구조가 모두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 및 시스템으로는 특혜관세 대상품목이나 적용실적을 정확히 산출하
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대부분이 활용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
거나 이를 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FTA 활용률을 산출하기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수입 활용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D/B를 통하여 산출이 가능하지만, 수출 시 FTA활용률은 상대국 세관의 수입통관자료를 교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는 상대국의 협력이 요구되고, 이 외에도 교환절차나 기간소요, 통계계상
방법 불일치 등으로 효율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이에 관세청 자체 수출입 통관자료를 토대로 FTA 활용률을 시스템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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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FTA 활용율 산출방식]
◇ (명목 활용률) 전체 수출입액 중 특혜관세 적용액
◇ (실질 활용률)‘특혜대상 품목*’의 수출입액 중 특혜관세 적용액
*양
 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원래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율이 인하(MFN-협정세율 差 존재) 된 품목만을선별
◇ F TA 활용률 산출 방식
실제 F 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출(입)액 (②)
F TA (실질) 활용률 =
F TA 특혜대상 품목의 전체 수출(입)액 (①)

*「협정에

의해 관세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을 선별하여 ① 혜택 품목의 전체 수출입액 중 ②「실제 F 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수출입액 비중 산출

FTA 활용률 특히, 수출활용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선
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국가별, 연도별 품목분류상 차이로 인하여 특혜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FTA집행기획관실에서는 세관의 전문
인력과 함께 2011.4월 FTA 활용률 D/B 산출 TF팀이 조직되어 모든 FTA 협정별로 특혜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표 116. FTA 활용률 D/B 산출 T/F]
◇ T/F팀 구성·운영
- (기간) '11.4.25 (월) ∼ 5.6(금) (2주 간)
- (인원) 본청 7명, 세관 4명(서울2, 인천1, 광주1)

◇ 기본 DB 구축
- ( HS6단위 연계) 상대국과 공통 사용되는 HS6단위로 연계하여 양허대상·무관세·상호대응세율 등 F TA 활용 가능
여부 분석
- (100대 품목 분석) 국가별 수출 상위 100대 품목(HSK 기준)에 대해 양허대상, 무관세, 미활용 사유 등을 상세 분석

◇ 추진일정
국가별 HS6
단위 연계
(4.25)

상대국 F TA
세율 등 분석
(4.26)

상호대응
세율 분석
(4.27)

국가별 상위
100대 품목
분석(4.29)

전체 DB
검토·정리
(5.26)

(내부·W TO)
HS·MFN
세율 연계

(협정문)
연도별 F TA세율,
민감품목 등

(협정문)
국가별 상호대응
세율 분석

100대 품목
미활용 사유 등
분석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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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위해서 한-아세안, 인도 등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방식
FTA 협정은 관세청과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을 토대로 산출하고, 한-EU FTA 등 원산
지증명서 자율발급방식 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를 표시토록 수출신고서를 개정하였다.
드디어 2011.7월 한-EU FTA를 앞두고 관세청 CDW내에 FTA 수출입활용률 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성공하였다.
구축된 FTA 활용률 시스템을 통해서 한-아세안, 인도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협정에 대한
FTA 활용률 산출뿐만 아니라 한-EU, 한-미 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형 협정까지 활용률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출기간의 단축과 광범위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세청은 타부처에 비해
FTA 협정의 성과분석과 수출입기업 FTA 활용 정도를 언론에 조기 보도할 수 있었고, 이후 기재부,
외통부 등 FTA 이행부처나 유관기관에 다양한 FTA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5차 HS 협약 개정에 따라 기존의 HS 2007 HS code가 HS 2012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
출품목에 대한 품목연계 및 양허세율 분석에 대한 개선작업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새롭게 진
행되었다.
이러한 개선작업 역시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지만 문제는 상대국의 HS 2012를 적용한 새
로운 양허표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다방면에 걸쳐 상대국의 양허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되었고 , 그 결과 한-미 FTA발효와 함께 새로운 HS 2012가 반영된 FTA 활용률을 산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FTA 활용률 특히 수출활용률의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없기에 수출국에서 활용률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출자의 정확한 수
출신고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수출화주나 관세사의 정확한 수출신고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관세사회
등과 함께 FTA 활용률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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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표 117. FTA 활용지원 주요성과]
< 투입·활동 >

< Out-Put >

FTA 활용 지원

FTA 인증수출자 증가

FTA 활용률 증가

■ 전담조직 신설·가동
■ 법령·제도 개선
■ 교육·홍보·컨설팅
■ 정보제공(FTA포털·앱)

■ 금액기준 : 88%
■ 업체기준 : 85.5%
*(`10년)364개→(`11.10월)
3,370개
(총대상:4,333개))

■ 수출 : 63.5%
■ 수입 : 40.2%
* 발효1년차 수출활용률
(아세안:3.5%,인도:17.7%)

AEO 공인인증 지원

AEO 인증업체 증가

기업 물류비 절감

■ A EO기반 ‘무인전자세관’
도입
■ 전략적 MRA 추진
■ 중소기업 AEO공인 지원

(對EU, 10월 기준)

■ (‘10년)95개
→ (‘11.9월)175개
* 심사중 : 107개

< Out-Come >
(對EU, 10월 기준)

■ 연간 2천억 원
(무인전자세관)

세계 9번째 무역규모
1조달러 국가 진입

■ 수출 : 5,570억 불
■ 수입 : 5,280억 불
(지식경제부 예측, `11.9월)

■ 연간 271억 원(對美수출)

□ 조직·제도 정비,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FTA 이행기반 구축
FTA활용율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인프라 확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FTA이행기반을 구축함
- (전담인력 확보) 총 184명 (순 증원 : 47명)
- (제도정비) 신설 : 2건, 개선 : 4건
* [신설] ①국내제조 확인제도, ②원산지소명 확인절차, [개선] ①한-EU FTA 지침,
②한-페루 FTA 지침, ③원산지증명서 취하, ④소액물품 협정적용 지침
□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지원 사업」 적극전개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획기적으로 제고
○ 전국 47개 일선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 CEO간담회(26회), 각종 교육·설명회(173건), 현장방문 컨설팅(3,937회)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료제공, 스마트폰용 FTA 어플 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다
각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함
- (업체수 기준) 364개('10) → 3,370개('11.10월) 926%p 증가
* 수출금액 기준 : 206.4억 불(87.6%) / 총 235.7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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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인증수출자 지정현황]
<`11년 월별 인증수출자 지정현황(누계)>
12,000

3734

4,000

10,000

9141

9714

7226

6,000

3,500

3254
2812

3,000

8081
8,000

3456

2,500

2241

2,000

5572

1,500

4,000

2953
1139

2,000
308

1,000

1869

364

500

564

474

696

551

857

1047

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년

10월

1월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건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

<업체수 기준>

<수출금액(억불) 기준>

구분

대상

구성비

지정

지정률

구분

대상

구성비

지정

지정률

전체

4,333

100%

3,734

86.2%

전체

235.7

100%

206.4

87.6%

중소기업

3,954

91%

3,451

87.3%

중소기업

57

24%

54

95.1%

대기업

379

9%

283

74.7%

대기업

179

76%

152

85%

□ 원산지 검증과 분석 강화로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와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보호
○ 태국산 타피오카전분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등으로 123억 원 추징(예정)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제공(70개 업체)
○ 인니, 베트남 등 6개국과 원산지 검증 MOU체결 추진
('11년도 핵심과제 추진실적)
한-EU FTA 발효 4개월간 對EU 수출은 168.8억 불, 수입은 158.1억 불로 10.7억 불의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119. 한-EU FTA발효후 무역수지]
(단위 : 억 불)

구분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수출

42.2

수입

4 4.1

42.0

45.9

38.8

168.8

41.1

38.3

3 4.6

158.1

무역수지

△1.9

0.9

7.6

4.2

10.7

※ 7,8,9월 수출입실적은 확정치, 10월 수출입실적은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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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49.1억 불→10.7억 불)하였으나, 이는
FTA와 관계없는 선박의 수출 감소(40.6억 불→19.3억 불,△52.4%) 및 항공기 수입의 증가(0.7
억 불→7.7억 불,1016%)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는 24.4억 불(수출 133억 불, 수입 108.6억 불)로써 전체 무역수
지 흑자규모의 2배를 차지하는 등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였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3.5%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4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나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
한 133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증가율(△5.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써, FTA 혜택
품목의 선전이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 對EU 수출(증가율 △5.5%) : FTA 혜택품목(7.4%), FTA 비혜택품목(△41%)

또한,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제품(87%)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
나 감소하였다.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9%), 반도체(△44%), 무선통신기기(△44%)

EU로 수출되는 전체 202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37개 품목(68%)의 수출이 증
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1.11.3 보도자료)
FTA활용율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인프라 확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FTA이행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로 인
증수출자 지정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기업의 원산지관리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관리비용을 절감
하였고 FTA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웹·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의 FTA 활용률
을 높였다.

5. 향후과제
한-EU 발효에 맞추어 「조건부 인증」 등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에 주력한 결과, 기업의 원산지관리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기간 인증확대로 인한 ‘오류사항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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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11.9월∼'12.4월까지 검증요청 된
143건 중 43건이 인증수출자 관련 오류)
또한, 품목별 인증과 업체별 인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데 따른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
다. 그러므로 상대국 검증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증수출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매년 신규 수출자를 분석하여 컨설팅을 통한 인증수출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인증수출자
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 자율점검제도와 세관 선별관리제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동안 사후관리내역, 수출물품원산지조사, 원산지사전진단결과, 컨설팅 수행실적 등을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하던 것을 ‘인증수출자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오류 발생 원산지증명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세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FTA 활용 지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상호연계 및 정보공유
가 필요하다.
FTA-PASS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 FTA-PASS 사용기업과 각 개별 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간 원산지확인서 유통체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대기업(협력업체 포함)
군(3~4개)과 연계작업을 진행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FTA-PASS 사용기업의 애로 등을 파
악·신속처리하고, 사용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 홍보 등을 위해 「FTA-PASS 사후관리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예산 7.5억 원을 투입하여 대상업체 250개를 대상으로 「FTA-PASS」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협력업
체 교육 포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절 한-미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지원체제 구축·운영
1. 개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와 함께, 한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한-미 FTA
발효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6% 증가하며,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조업의 대미수출증가액만 연 1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미 FTA는 2006.6.5일 부터 2007.4.2까지 8차례의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상을 개최하였
으며, 2007.4.2에 협상이 타결(서울)되어 2007.6.30에 협정에 서명(워싱턴)이 이루어졌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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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0.12.3에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양국의 비준 준비를 거쳐 2012.3.15에 정
식으로 발효되었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성장둔화로 인
해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될 전망이다.

(OECD 예측 세계경제 성장률 : ('11년) 3.8% → ('12년) 3.4%)

또한, 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도 확대되는 추세이다.(브라질의 수입관세 30% 인상
('11.12) 등)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투자·고용·소비 감소 등 지표 전반에 걸쳐 국내 경기가
축소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세」 가 세계경제 침체와 2011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수출증가율 전망 : ('11년)11.6% → ('12년)5.0%, 한은발표('11.12.9))

하지만,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콜롬비아·터키와의 FTA 타결 등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효과적 대응여부에 따라 수출 및 경제 회복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내외 경기침체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세행정 측면에서는 對기업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FTA의 「성과창출」 을
위해 총력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對美 수출기업 지원 및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만들었다. 2012년도에 6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한–미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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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 한-미 FTA 활동 관련 간담회 현황]
연번

2012년도 간담회명

일자

1

한-미 F TA 지원방안 수출기업 CEO와 관세청장 간담회

3.8

2

한-미 F TA 활용 수출입기업 CEO 간담회, 구영테크 외 6개

3.8

3

한-미 F TA 관련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3.15

4

한-미 F TA 대비 수출입기업·유관기관 간담회

3.15

5

F TA 원산지 검증 관련 관세사회 간담회

3.21

6

對美 수출기업 CEO 간담회, 두산인프라코어(주) 외 10개

3.27

7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F TA 활용 간담회

4.5

또한, 2011.12.19 기획재정부·전경련 등과 수출기업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기
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24. 2011.12.19 FTA 활용제고를 위한 사례 경진대회]

<관련 언론보도>
- 한-미 F TA 발효에 대비하여 F TA에 대한 이행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F TA 활용기업 사례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어 향후 F TA 후발업체들의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
- 한-미 F TA 등에 대한 기업들의 높아진 관심과 의견이 표출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좋은 토론의 장이 되었음
- 참석자들은 F TA를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후발기업들에게 유용한 본보기(business model)를 제
시했다고 만족감을 표시
(뉴시스 등,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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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1) 한-미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제도·법령 정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0년 7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를 차지하여 중국(25.1%)에
이은 우리나라의 2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복합효과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를 고려할 때 미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
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으로 수출기업들의 FTA 혜택 향유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제도·법령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초기부터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 결과, 활용
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혜택 기업수 ·수출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2011.11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미 FTA 수출입 통관지침’을 수립하여 對美 수출입 화물의 특혜통관 등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미 FTA 통관지침'은 한-미 FTA의 가장 큰 특징인 기업의 자율적인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는 것과 우리나라는 아직 FTA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별로 제도적 뒷
받침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편의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선, 특혜관세 혜택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가 특정한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다른 FTA와 달리 한-미 FTA에서
는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수출자, 수입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 발급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의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FTA 시행규칙
별지로 필수항목 8가지가 포함된 정형화된 권고서식을 제정하여 제공하였다.

[표 121.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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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자의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형식요건에 맞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를 수입신고 전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부합한다고 확인되면 수입통관시 원산
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심사 생략 가능토록 하였다.

[표 122. 수입물품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 신청방법 : Fax, E-mail

신청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확인 신청

신청인

■ 제출서류(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 : 없음

접수
·
심사

처리

신청서류 접수·심사

담당
부서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담당

회신

부서

■ 신청서류 확인
■ 확인신청 접수대장 (붙임 8) 기록
■ 협정내용에 맞는지 심사

■ 처리방법(부합, 사용불가)에 따른 별표 스탬프 날인
■신청인이 요청한 회신방법(Fax, E-mail)에 따라 회신
※ 처리기간 : 3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
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국내제조확인서 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생산공정의 역내 누적을 입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공
정 누적규정*을 활용하면 ‘비역내산 원재료인 원면을 사용한 면직물도 FTA 특혜적용 가능’ 토록 하
여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에 일조하였다.

*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 협정문 제6.5조(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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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CC*

CTH**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브라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원산지
결정 기준
①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산

②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미국에 수출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① A사가 만든 면사 : 브라질산 (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 브라질산 (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② A,B사가 만든 면직물 : 한국산 (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 주요성과
협정 발효 초기부터 對美 수출기업 전체가 한-미 FTA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全廳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美 관세청 및 기재부와 협의완료
후 협정상 수출입통관 관련 사항을 총정리하여 ‘한-미 FTA 수출입 통관지침’을 마련하였고,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통관제도에 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표 124. 한-미 FTA 설명회 개최 실적]
연번
1

행사명
“한-미 F TA 철저 대비, 美 수출기업 감세효과 극대화”

일시

장소

2011.11.07

파이낸셜

2

Customs of fice helps put F TAs to best use

2011.11.10

코리아타임즈

3

한-미 F TA 발효대비 관세사 설명회

2011.12.01

서울세관

4

한-미 F TA발효대비 산업별 F TA활용 설명회

2011.12.01~20

전국본부세관 (7개)

5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6

인천상공회의소

6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6

시흥상공회의소

7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6

경기 F TA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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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7

용인상공회의소

9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7

경기경제단체연합회

10

한-미 F TA 활용, 검증 설명회

2011.12.08

한국무역협회부산본부

11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8

인천상공회의소

12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8

경기F TA활용센터

13

한-미 F TA 관련 원산지증명교육

2011.12.09

AT센터

14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09

안산상공회의소

15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12

화성상공회의소

16

한-미 F TA 활용안내 설명회

2011.12.13

부산경제진흥원 교육장

17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13

국제원산지정보원

18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14

부천상공회의소

19

한-미 F TA 설명회

2011.12.15

양산세관 회의실

20

한-미 F TA 활용방안 설명회

2011.12.16

창원세관 강당

21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20

경기중기지원센터

22

한-미 F TA 활용 설명회

2011.12.2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23

한-미 F TA 발효대비 활용설명회

2012.01.10

고양상의

24

한-미 F TA 발효대비 대응방안 세미나

2012.01.17

대한상의

25

한-미 F TA 활용방안 설명회

2012.01.17

한국산업단지

26

한-미 F TA활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

2012.01.19

대동공업 연수원

27

한-미 F TA활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

2012.02.02

마산세관 강당

28

한-미 F TA 활용 미국진출 설명회

2012.02.06

29

한-미 F TA 미국현지 실무 설명회

2012.02.07~13

미국 L A

30

한-미 F TA 설명회

2012.02.09

광주세관

31

한미F TA 발효대비 활용설명회

2012.02.14

금천구청

32

한-미, EU F TA 설명회

2012.02.17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33

한-미 F TA 발효대비 활용설명회

2012.02.21

대한상의

34

한-미 F TA 지원대책 합동설명회

2012.02.21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35

한-미 F TA 발효대비 활용설명회

2012.02.28

인천 중구청

36

한-미 F TA 설명회

2012.02.29

광주지방보훈청

37

한-미 F TA 발효대비 합동설명회

2012.03.05

광주테크노파크

38

한-미 F TA CEO 오찬 설명회

2012.03.06

인천상공회의소

40

한-미 F TA 발효대비 특별통관지원대책 선포식 및 설명회 개최

2012.03.08

전국본부세관 (7개)

41

對美 수출입기업 CEO간담회

2012.03.08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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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한-미 F TA 발효를 대비한 관세청 특별지원대책
“한-미F TA 100% 활용할 수 있게 기업지원 100일 작전 전개하겠다”

2012.03.08

Y TN

2012.03.08

한국경제

44

한-미 F TA 특별 지원대책

2012.03.08

KTV

45

한-미 F TA 공동설명회 및 컨설팅

2012.03.08

인천지방중기청

46

한-미 F TA활용 및 대응방안

2012.03.12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47

한-미 F TA 공동 설명회

2012.03.12

인천상공회의소

2012.03.13

조세일보

48

“한-미F TA 효과 극대화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겠다”

49

한-미 F TA 통관지침 및 활용방안

2012.03.13

부산세관

50

한-미 F TA 수출입통관지침 설명회

2012.03.13

안산세관

51

한-미 F TA 통관지침 및 활용방안

2012.03.14

부산세관

52

한-미 F TA 설명회

2012.03.14

광양세관

53

한-미 F TA 수출입통관지침 설명회

2012.03.14

수원세관

54

F TA활용 실무교육

2012.03.15

대구상공회의소

55

한-미 F TA 수출입통관지침 설명회

2012.03.15

부평세관

또한, 한-미 FTA 발효대비 준비계획의 일환으로 ‘對美 수출기업 대상 세관 직원’에 대해 실무교육
을 실시하여 한-미 FTA 개요, 집행지침 등 협정 내용의 이해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한-미 FTA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하여 2011.11.28~12.2까지 5일에
걸쳐 전국 세관 직원 330명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내부직원이 달라진 법령과 제도
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힘썼다.

[표 125. 한-미 FTA 특별교육과정]
○ 과정개요
구분

수요자요청 단기기법

기간

1일(연5회)

대상

5급~9급(300명)

시간

7시간

교과편성
기준

직무교과 100%

교육방법

비합숙

입교요건

○ 한-미 F TA 통관, 심사 업무 담당자
○ 한-미 F TA 발효대비 대비수출기업 컨설팅 수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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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체계
분야

교과목

중점교육내용

시간

총계

4과목

7

3과목

6
○ 한-미 F TA 주요 특징

1. 한-미 F TA 개요 및
컨설팅 방법

- 관세행정 관련 주요내용 이해
- 한-미 F TA 집행지침 이해

2

○ 중소기업 컨설팅 절차 및 행동요령
○ 한-미 F TA 관련 기업준비사항 이해
○ 한-미 F TA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직무
과목

2. 한-미 F TA 원산지결정기준

- 한-미 F 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
- 일반기준, 보완기준, PSR 등 해석·이해

2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사례 등
○ 기업의 원산지관리 이해
3. 한-미 F TA 관련
F TA-PASS 활용법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F TA-PASS 실무 사용법 이해

2

- F TA-PASS 활용 원산지 판정 실무사례

기타

1과목
1. 등록 및 과정소개, 수료

1
○ 과정등록, 애로·건의사항 수료

1

한-미 FTA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새로이 수립된 ‘한-미 FTA 수출입 통관지침’ 을 기반으로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FTA 발표 초기 對美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이 편리하게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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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2011.12.2>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 ter
(수출자)

3.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 _ _ _/_ _ /_ _ To: _ _ _ _/_ _ /_ _ (부터) (까지)

4.Impor 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5. 원 산 지 증 명 대 상 물 품 내 역
S erial
Description of Good(s)
No.
(품명·규격)
(연번)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 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
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 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

1) O 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 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 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 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 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 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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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설명
①항
관련
③~④항
관련

⑤항 관련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주소’등을 기재
-‘성명’이외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 (예: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수출자’는‘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수출자’와‘생산자’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
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⑥항 관련

■ 상품이 동 F 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
(예시)“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⑦항 관련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⑧항 관련

■“원산지포괄증명”

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2) 한-미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수립·시행
한-미 FTA협정문상에 정해진 원산지증명서식이 없고 수출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
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기발효 FTA에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들의 도입과 대내외 경기침체는 우리기업들
이 한-미 FTA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미 FTA발효초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조기에 이를 가시화시킬 대책이 필요했다.
FTA 발효를 기점으로 ‘한-미 FTA 100일 작전(3.8~6.15)’을 시행하는 등 한-미 FTA 조기정
착을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활용단계까지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준비단계 지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미 수출입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FTA컨설팅을 시행하였다.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인하 물품을 수출한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여부 및 미활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FTA컨설팅을 희망하는 미활용기업 1,869개 기업에 대해 ‘세관의 1:1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시간
및 인력의 부재로 컨설팅을 직접지원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FTA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2012.6월 기준으로 485개의 신청 업체 중 432개의 업체를 선정
하여 FTA통관준비부터 활용까지 全과정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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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EO 간담회(39회), 지역산업별 FTA설명회(230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세청
장·본청국장·본부세관장 등 간부급의 기업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FTA 기업지원 효과가 全산업·지역에 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유관기관 간 구축한 ‘기
업지원협의회’는 지역별취약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통관단계 지원을 위해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 시행’ 등 한-미 FTA 특
별 통관대책이 수립되었는데 통관지원분야로는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과 ‘FTA활용 특
별지원대책’이 동 기간내에 편성되었고 한-미 FTA발효일(' 12 . 3 . 15 )을 기점으로 3개월간
('12.3.1.~'12.5.31.) 운영되었다.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하여 각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기타세관에 자체실정에 맞게 1개반 단위로 세관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하는 등 ‘24시간 통관 특별
지원팀’을 편성·운영하였으며, 對美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 이외에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지원기간 동안 常時 허용하였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 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일과시간 전·후 및 주말
에 통관·선적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입검사 대상물품에도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으로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활용 지원하였으며 한-미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
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한-미 FTA 특혜적용 신청 접수건에 대하여는 특별지원 기간 중에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한-미 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對美수출 20만 건,
對美수입 114만 건 등 총134만 건의 수출입통관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였으며 수출은 111.8억 불
(11.3%증가), 수입은 77.3억 불(2.0%)의 증가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과 동시에 추진된 FTA 활용촉진을 위한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또한 각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24시간 FTA활용 특별지원팀’을 편성하여 상시대기체제를 유
지하였으며 본청 및 각 본부세관의 특별지원팀 대기조는 對美 수출입기업 및 통관종사자 등의 FTA활
용실무 관련 상담·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여 특별지원기간 중에 한-미 FTA활용 상담 및 신청, 특혜
적용 심사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상대국세관의 불합리한 FTA 통관 법규 및 관행 , HS code상이 등 통관애로사항발생 시 해결을
위하여 ‘FTA통관애로해결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본부세관별 통관애로 전담직원 지정 및 성과관리제
도 시행, 전담직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통관애로 해소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미 FTA발효 후
‘FTA통관애로해결센터’를 통해 美세관의 불필요한 원가내역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통관법규사항을
11건 해결하였으며,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의 경우 우범성이 없는 한 통관지원팀과
협의하여 즉시 해소하였다.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FTA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 토대로 FTA 해외통관 애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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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통관애로 형태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사안별로 차별화된 지원활동을 전
개하였기도 하였다.

(3) FTA 집행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직·인력 확충
한-칠레 협상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이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3위인
미국과의 FTA발효가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전담조직 인원으로는 업무의 양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
족한 수준이었다
[표 126. 기존의 FTA 전담조직 현황]
세관(5과)

본청
(1국2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합계

♣ 본청 2과
F TA집행기획담당관

인증

17

69

36

9

12

6

3

3

86

원산지지원담당관

검증

10

88

46

14

18

6

2

2

98

♣ 세관 5과

합계

27

157

82

23

30

12

5

5

18 4

서울(3),부산(1),인천(1)

한-EU FTA발효 후 수입검증결과 추징실적은 2010년 대비 430% 증가, 국제수출검증이 520%
증가하였고 총 교역액의 36%가 특혜대상인 한-미 FTA의 발효는 검증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에 한-EU FTA 수출검증인력 소요 산정 시 EU측이 발효
이후 연간 165개 아국 수출업체에 대해 검증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원을 산정하였는데, 한-EU
FTA 발효 이후 7개월 동안 EU측에서 실제 검증 요청한 실적을 토대로 재산정해 봤을 때 연간 195개
의 검증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아직 검증 요청 실적이 없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아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본격화하였을 때 검증업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으로 특혜수입되는 섬유제품 중 매년 12개국을 방문하여 200~300개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미측의 원산지검증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연간 20개 업체 정도의 수출검증요청이 있을 것
으로 보이며, 미국측에서 중국산 등 제3국산 물품의 한국산 둔갑수출을 우려하여 아국 섬유제품에
대한 고강도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수출 원산지 검증(연간 47개 업체)을 실
시할 것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력으로 원산지검증업무를 수행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수입검증에 있어서도 기존에 非FTA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원산지검증률을 토대로 처음에는 연간
246개 업체의 수입검증을 예상하였는데 전담조직 신설 후 특혜관세 적용업체에 대한 원산지검증률
인 1.1%를 반영하여 계산하여 보니 연간 302개의 검증업체수가 도출되었고, EU·美와의 FTA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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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어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우회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가 예상되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혜혜택이 큰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원
산지검증을 실시하는 등 수입검증이 필요했다.
한-미 FTA의 발효는 검증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뿐만 아니라 FTA관련 대외 협력 강화 차
원에서 조직의 신설을 필요로 하였다. FTA체결이 증가하면서 FTA신규협상에 중점을 두던 업무가
양국간 협정미비점 보안 및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양국간 관행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이행협의 업무로 점차 변화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FTA이행위는 관세·통관 관련 실무
전담부처로서 ‘한-미 FTA상품무역위원회’ 등 정부간 이행교섭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했지
만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부재하였다.
그 결과 한-EU FTA 발효 이후 급증하는 국제원산지검증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미 FTA
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검증인력이 증원되었고 조직이 확대되었다.
[그림 25. 서울세관 F TA집행국 개소식]

본청은 1국2과( 00명)에서 1
국3과(32명)로 세관 중 서울세
관은 3과(82명)에서 FTA국 신
설로 1국 4과(94명)로, 인천세
관과 대구세관에는 각 1과씩 신
설 및 증원되었으며, 본청에 신
설된 ‘FTA 대외 협력담당관실’에
서는 FTA이행협의(8개) 및 호
주, 중국 등과의 신규협상을 지
원전담하였고 본청 원산지지원
담당 16명과 170명으로 증원된

일선세관 검증직원들은 세관 對美 섬유·의류 수출업체 67개 등에 대한 수출검증 및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 151개 등에 대한 수입검증업무를 진행하였다. 안정된 FTA조직과 인력은
FTA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 급증하는 국제원산지검증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한-미 FTA 효과 및 활용절차 등 홍보 강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홍보책자 배포, 기업 설명회 개최, 각종 홈페
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FTA 붐을 조성하는 한편, FTA 양허내용을 바탕으로 업종별 FTA
혜택을 분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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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한-미 주요 수출입 업종별 혜택분석]
♣ (수출) 운송기기(33.1%), 섬유의류(20.5%), 전기전자(9.9%) 순으로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운송기기) '20년까지 3.1조 원 수준으로 미측의 6천3백억 원을 크게 초과할 전망
○ (섬유의류) 평균 10.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미 시장 점유증가 전망
○ (전기전자) 가전제품은 경쟁국과 대표적인 경합업종으로 F 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
♣ (수입) 농축산물(30.0%), 화학(17.9%), 기계(15.9%) 순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농축산물) 인하효과는 수입대체효과로 분석치보다 감소 전망
- 쇠고기는 뉴질랜드·호주산 수입이 미국산으로 수입선 전환효과가 나타날 전망
- 돼지고기는 EU·칠레産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은 부위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곡물류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 TA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효과는 미미
○ (화학·기계)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나, 對EU·日 수입의존도 완화 등 기대

<수출효과>

<수입효과>
33.1%

운송기기
20.5%

섬유의류
기계

9.9%

기계

9.8%

광물금속

9.5%

전기전자

가죽신발

5.2%

운송기기

기타공산품

4.9%

섬유의류

1.6%

농축산물
목재

수산물

0.0%
0.0%

목재
5.0%

10.1%
7.1%
2.9%
2.1%
1.1%

가죽신발

0.1%

수산물

15.9%
11.8%

기타공산품

5.3%

광물금속

17.9%

석유화학

전기전자
석유화학

30.0%

농축산물

10.0%

15.0%

20.0%

25.0%

30.0%

35.0%

0.6%
0.4%
0.0%

5.0%

10.0%

15.0%

20.0%

25.0%

30.0%

‘한-미 FTA활용 특별지원 100일 작전 선포식(3.8)’을 계기로 청장님, FTA집행기획관 등 정책책
임자가 방송에 출연하여 FTA 의의 및 관세청의 FTA기업지원 방향을 소개하였고,

[그림 26. YTN 뉴스와이드 생방송 좌담(청장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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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TV 정책오늘 생방송 좌담(FTA집행기획관, 3.8)]

발효 확정 이후부터는 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중심으로 언론 기고·인터뷰를 추진하였다.
<발효 확정 전 : 파이낸셜, 문화일보>

[그림 28. 발효 확정 전과 확정 후의 언론 기고, 인터뷰] <발효 확정 후 : 한국경제,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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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을 위한 간담회 개최(3.8), EUCCK 초청 간담회에서
청장님 FTA활용지원 특별강의(3.14)를 비롯하여 한-미 FTA발효 전후 전국세관에서 동시다발적으
로 설명회, 지역 수출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림 29. EUCCK 초청 강연(3.14)]

[그림 30. 수출기업 초청 간담회(3.8)]

[표 128. 전국세관 FTA 교육설명회 등 개최]
구분

2011년(11~12월)

2012년(1~9월)

설명회, 교육

49회

309회

F TA 홍보

15회

223회

CEO 간담회

3회

17회

협정발효 시점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을 위
한 웹툰을 제작하고, 우리청 대표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를 확산하였다.
‘FTA 특별지원 100일 작전 선포식’ 행사는 우리청 대표 SNS를
활용하여 현장 생중계하는 한편, 일선세관 대표 트위터를 통해 각
세관별 FTA 지원 간담회 등 소식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2012.4.15 기준 한-미 FTA 발효 한달간 수출입 활용현황
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의 수출입 감소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은 모두 위축되었으나, 미국과의 수출
(24.4%), 수입(5.1%)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출은 60.4
억 불, 수입은 38.1억 불로 총 교역액은 98.5억 불, 무역수지는
22.3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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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9. 한-미 FTA 한 달간의 현황 분석]
◇ 교역현황
○ 수출은 60.4억 불, 수입은 38.1억 불로 총 교역액은 98.5억 불, 무역수지는 22.3억 불의 흑자를 기록 對美 수입은
월별 고른 분포를 보이나 對美 수출은 월별 증감폭이 커, 무역수지의 증감은 수출 증감과 유사한 추세를 보임
< 對美 수출입 월별 추이(억불) >
70
60
50

50.9
46.4

40
30

39.1

46.5

12.7
7.3

43.2

47.9

46.0

46.0

36.1

10.5

12.0

10.4

수출
41.4

35.9

34.9
11.1

36.4

36.6

36.9

수입
39.9

무역수지

19.4

17.7

14.8
9.4

7.0

59.3

41.2

43.8
39.2

38.2

56.2

54.0
49.7

44.7

20
10

51.7

4.3

-0.6
0
[10]

’1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1월

2월

3월

◇ F TA 활용추이
○ 수출활용률은 54.5%로, 타 협정의 발효 1년차 활용률과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이며 수입활률은
4 4.0%로, 한-EU F TA 한달 수입활용률(22.0%)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

한-미 FTA 발효 이후 2월 경과 시점에서 수출입 교역과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對美 수출은 111.8억 불(11.3% 증가), 對美 수입은 77.3억 불(2.0% 증
가)로 34.5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130. 한-미 FTA 두 달간의 현황 분석]
◇한-미 F TA 발효 이후 2개월 간 對세계 전체 수출은 93 4억 불(4.0% 감소), 수입은 890억 불(2.3% 감소)로 무역수
지는 4 4억 불 흑자를 나타냈으며, 이중 對美 수출은 111.8억 불(11.3% 증가), 對美 수입은 7 7.3억 불(2.0% 증가)로
3 4.5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對美 수출입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석유제품 등의 F TA 수혜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세 지속
*수출 증가율(%) : (자동차부품) 15, (석유제품) 42, (고무제품) 10, (무선통신기기) △40
○ 수입은 F 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과실류와 사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관련 품목도 지속적으로 수
입 증가
* 수입 증가율(%) : (오렌지) 31, (레몬) 172, (사료) 27, (반도체) 35, (반도체제조용장비) 49
◇ 수출 부문 F TA 활용 추이
○ 한-미 F TA 수출입 활용률은 각각 58.7%, 48.2%로, 발효 1월 경과 (54.5%, 4 4.0%)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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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 정보제공 체계 구축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업체가 수출입한 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
택을 받을 경우 관세절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혜 수입 시 확인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서명 정보를 UNI-PASS 정보제공 메뉴에서 제공하였다.
관세청은 FTA 포털을 통해 FTA 관세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실무에 직
접 적용」 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였다. 각 협정별 상대국 특혜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
안 일부국과 HS 연계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에 가장 필요한 실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컨설팅 신청,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기업이 필요한 “FTA 활용 관
련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였다.
FTA 포털에서는 「FTA 수출입활용 업무처리 흐름」 에 따라 기업이 ‘실제 필요한 정보’를 특화하여
각 단계별로 메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131. FTA포털 각 단계별 메뉴]
FTA 수출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

⇔

FTA 관세혜택
확인
⇔

⇒

⇔

FTA 체결국·
품목번호

FTA 현황·
품목분류

협정세율·
MFN 세율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C/O 발급·
인증수출자

보관서류 종류 및
기간

FTA 수입

⇒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

관련서류 보관
⇔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

⇒

⇔

FTA 관세혜택
확인
⇔

⇒

⇔

FTA 체결국·
품목번호

FTA 현황·
품목분류

협정세율·
MFN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주체

발급 절차·
인증수출자

보관서류 종류 및
기간

FTA 활용 실무와 관련된 관세청만의 고유한 전문정보인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원
산지검증, 컨설팅 신청 등으로 차별화된 구성을 하였으며, FTA 활용 방식별(수출·수입·검증)로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메뉴 등을 배치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용이한
탐색」 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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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TA 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업체가 수출입한 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
택을 받을 경우 관세절감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TA 특혜 안내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특혜 안내시스템에서는 수출입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원산지증명서 발급자료 · 원산지규정 등
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세절감액 및 원산지기준 자료를 제공하였다.

<업체 활용 예>
베트남산 기계를 수입하는 (주) oo의 경우 한-아세안 F TA 발효('07.6.1)이후 기본세율(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나,‘F TA 혜택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약 7억 2천만 원의 관세를 환급 받음

FTA 특혜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FTA 규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수출입기업이 동 시스템을 이용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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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TA 특혜 안내시스템]
<UNI-PASS 화면에 위치한 메뉴>

<특혜 안내 결과 화면>

특혜수입시 확인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서명 정보가 세관직원용 전자통관시스
템에서 일반특혜와 FTA로 이원화되어 제공하되었다.
또한, UNI-PASS상 민원인이 일반특혜 관련 인장·서명을 조회 할 수 없었으나, 인장·서명 조
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인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공하였다.
對국민 FTA 활용지원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FTA 포털을 통해 협정별·국가별 수출입 세율, 원산
지기준, FTA 용어 등 FTA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결과, FTA 포털 접속자 수가 연 588,000명, 월
49,000명, 일 1,623명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체로 하여금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FTA 혜택 조회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체약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율정보 등 상대국 자료
확보를 강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강화 지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흐름을 선도하고 국내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영토 확대를 위해
2011.7월 한-EU FTA 발효 및 2012.3월 한-미 FTA 발효 등 세계 거대 경제권을 포함, 그간 FTA
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원산지관리에 대한 인식
이나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 FTA 교역에 대한 대응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
8)
)
나고 있었다.１

8) 2012. 3. 30. FTA원산지관리실태에 대한 한 언론보사에 의하면 협력업체 가운데 원산지관리조직 부재 80%, 원산지관리시스템 미구축 54%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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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이후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요청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도 대비 520%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입물품에
대해 FTA 체약상대국에 요청한 것의 약 2배에 달한다.
한편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경우 미국의 세관당국은 NAFTA 발효 이후 혜택이 큰 자동차, 섬
유·의류 산업에 원산지검증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최우선무역관
리대상(Priority Trade Issue)’으로 선정·관리하는 등 향후 집중적인 원산지검증이 예상되었다.
2010년도 원산지 사전진단 초기단계에서는 FTA 체약상대국으로의 주력 수출업종에 대한 원산지
모의검증 형태로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FTA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대기업, 중소기업별), 발급주체(기관, 자율)별 준비상황 및 대응방향이 다르므로 실태 및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검증대상을 다각화하여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량이 많고, 국외산
재료 사용 비중과 소요되는 부품수가 많은 수출물품 위주로 선택하였다. 아울러 기관발급(세관·상
공회의소), 자율발급의 다양한 선택을 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편중되지 않게 선택하였다.
2010년 하반기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FTA활용 및 원산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
의사항 발굴도 병행하였다. 2011년 상반기는 한-EU FTA 발효 전까지 시급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인증신청 예정기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의류·가전 및 기계 등 EU측의
검증요청위험이 높은 품목을 테마로 선정하고 모기업 원산지 사전검증 시 1, 2차 협력업체 원산지 관
리실태를 병행 점검토록 하였다. 아울러 우리청의 FTA 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
여 원산지시스템 미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FTA-Pass 사용을 권고하였고, 인증심사와 사전검증
절차의 중복방지를 위해 사전검증 시 인증심사 필수항목을 병행 점검토록 하였다.
2012년도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그동안 진단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읍소행정(원하지 않는 기
업에게 사전진단 서비스 권유) 등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고려한 원산지 사전진단 프로세스를 개선
하여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 업종을 한-미 FTA 주요 혜택품목인 섬유·의류, 車부품 분야와 중소기업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대상업체 선정도 관련 업종의 협회나 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천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기업이 직접 희망한 경우에 선정하였다.
또한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를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세관이 NAFTA
원산지 검증시 사용하는 검증질문서를 활용하여 ‘원산지 자율점검표’를 개발하였다. 대상 업체가 선
정되면 먼저 자율점검표를 제공하여 스스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세관장은 기업의 자체 점검결과를 분
석하여 미흡한 사항 또는 기업이 컨설팅 해주기를 원하는 부문을 집중 검토하여 진단해 주도록 개선
하였다.
한편 원산지 사전진단은 원산지 사전심사 등과 달리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사전진단 서비스 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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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 세관이 제공한 사전진단 결과가 차후 미국의 세
관당국이 실제로 검증한 결과와 상이할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책임을 우리 세관에게 지우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수입단가 등의 공개로 사전진단서비스가 기업조사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진단이
중단되는 사례 9)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시 실제 검증과 동일한 절차 등을 적용
하여 일선 세관의 행정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였다. 또한 그동안 사전진단을 제
공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진단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문제도 해결하여야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여 2012년도에는 새롭게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132. 2012년도 원산지 사전진단 개선 절차도]

①중점 지원대상 FTA·산업 선정

②지원 대상기업 선정

√한-미 FTA
√車부품, 섬유/의류 중소기업 위주
√(`11년) 업체 및 세관 직접 선정
√(`12년) 업종별 단체 추천

③착수 전 공지사항 전달

√(`11년) 목적·선정 안내
√(`12년) 기업비밀보호, 효력안내 포함

④자율점검표 배부·제출

√(`11년) 절차 無
√(`12년) 진단 前 대상기업에 배부

⑤원산지 사전진단
(서면원칙, 필요시 현지실사)

√(`11년) 수출검증 절차와 동일
√(`12년) 미비점 위주로 점검

⑥사후 점검/피드백
(해당 기업 수출증가율 확인 등)
⑦진단결과 활용
제도개선 & 사례 홍보

√(`11년) 절차 無
√(`12년) 개별기업 개선사항 등 확인
√(`11년) 절차 無
√(`12년) 언론보도, 정책수립 활용

2010년에는 대기업 중심 10개 기업을 상대로 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개 대상기업 중 8개 기
업은 적합, 1개 기업은 기준미달, 잔여 1개 기업은 검증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받은 8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업체별 인증, 3개 기업은 품목별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사전검증 과정에서 FTA
활용 및 원산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도 병행한 결과, 생산자 기업비밀

9) 2011년 진단 중 중단건수 8건 : 기업의 자료공개 거부로 사전진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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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원산지소명서의 간소화, 협정별 원산지기준 D/B 개발 및 C/O 발급시스템 업데이트를
희망하였고, FTA 이용 외곽에 있는 국내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교육·홍보 지원 확대
등의 건의를 FTA 활용률 제고 및 기업 지원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였다.
2011년에는 92개 업체 중 對EU 수출업체가 86개(93%), 중소기업이 75개(84%)로 EU국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업별로는 철강·기계(26건),
화학(17건), 1차 기기(16건), 자동차·부품(13건), 섬유·신발류 (12건)의 순이었다. 그리고 진단
업체 중 73개 업체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79%)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약 8천만 불 10)의 FTA 특혜를
안정적으로 향유케 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표 133. 2010~2011년 수출물품 사전진단 추진현황]
년도

회차

2010

1

2011

검증결과

대상

지역별

업체수

충족

불충족

검증중단

EU

아세안

칠레

인도

10

8

1

1

6

2

1

1

2

11

8

1

2

10

3

17

13

3

1

16

4

32

27

3

2

29

5

32

25

4

3

31

1

102

81

12

9

92

4

계

1
1
1

2

2

4

* '11년 검증완료건: 92건(충족 73건, 불충족 11건, 중단 8건)

[표 134. 산업별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실적]
구분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기계

화학

섬유

기타

합계

충족

15

15

22

15

10

6

83

불충족

5

0

4

0

2

0

11

검증중단

2

2

2

2

0

0

8

계

22

17

28

17

12

6

102

구분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기계

화학

섬유·신발

기타

합계

1차

4(불충1)

4(중단1)

2

0

0

0

10

2차

3(불충1)

3(중단2)

3

1

0

1

11

3차

6(불충2)

2

4(중단1)

3

2

0

17

3

9
(불충2,중단1)

7

6(불충1)

2

32

5

10(불충2)

6(중단2)

4(불충1)

3

32

17

28

17

12

6

102

4차
5차
계

5
(중단1)
4
(중단1,불충1)
22

10) 사전진단 실시기업 혜택합계 : `10년도 對EU수출금액×(기본세율-FTA협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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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성과로는 첫째, 국내 주력 수출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원산지 진단을 통해 전사적 관
리체계의 정비 및 검증대응 실전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사전진단 실시업체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FTA 전담인력 및 업무매뉴얼 미비하여 수작업 원산지관리로 인해 절차위반 위험
상존하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1, 2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었으며, 원산지관리시스
템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창출에도 기여 11)하였다.
두 번째 성과로는, 민관협업방식의 검증모델 도입을 통해 세관행정의 신뢰성과 기업 친화성을 높
이고,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세관과 대부분의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 및 이
해를 바탕으로 사전검증을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행정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원산지 사전
진단 강평단계에서 CEO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경영진 참여를 유도하여 전사차원의 FTA 대응체제를
모색하는 계기 마련되었다.
세 번째로, 세관직원의 원산지검증 역량이 강화되었고, 또한 불합리한 FTA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것은 사전진단 10개 기업(12개 품목)에 대한 실전검증경험을 통해 검증기법 향상 및 검증사례가
축적되는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 되었으며, 검증현장에서 FTA 규정 적
용상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제도개선 및 관세행정의 환류 기능이 촉진되었다.
2011년 주요성과로는 원산지 사전진단을 통해 對EU 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것은 EU측 요청으로 실시된 원산지검증결과 12) 사전진단을 받은 업체들은
원산지기준 준수와 증빙서류 관리 우수로 판정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사전진단이
기업의 검증 Risk를 해소하여 한-EU FTA 활용도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11년도 사전진단업체중 한-EU FTA 활용 우수사례]
업체명

수출품목

11년 ('11.1~4)

12년 ('12.1~4)

전년동기대비

삼일화학

합성수지제품

$88

$10,895

12,281%

동양산업

플라스틱제품

$83,531

$5,680,385

6,700%

부국정밀

섬유기계제품

$23,727

$401,7 78

1,593%

그 동안 원산지 사전진단은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였다는 자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전진단 서비스는 자율적 법규준수도(Informed
Compliance) 향상을 위한 선진행정 기법으로 조장적 검증행정의 주요 수단(Tool)으로 자리매김이
11) 2011. 9월 디지털타임스는 시장규모가 약 2000억으로 예상하여 보도하였다.
12) 사전진단업체 대상 EU측 검증요청 : 12건(충족회신-4건, 진행중-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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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만, 2011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2012년 사전진단 계획을 수립하
였고, 특히 사전진단 결과 활용을 강화하여 동 서비스 효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
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對美사전진단 업체의 FTA활용 및 수출규모 증가 등 모니터링
후 사전진단 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 원산
지 사전진단 분야를 신설하여 對美 수출업종별 사전진단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
며, 非진단 업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및 FTA 활용 유도에도 힘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민·관 유관기관과 FTA 활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세계시장 60%를 점유하는 EU·美와의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汎국가차
원의 동시다발적인 對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관세청의 FTA 전문성과 이행 경험을 지자체 및 유
관기관의 인력·예산과 결합하여 우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

한미 F TA는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F TA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들이 F 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2, 대통령 2012년 신년국정연설 中>

FTA 기업지원 협의회는 주요 3그룹 즉, ①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관세
청, 중소기업청), ② 16개 광역시·道 지자체, ③ FTA 유관·전문기관 및 산업별 협회로 구성되었다.
제1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는 2011.3.25, 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는 2012.4.27 개최되
었으며 2회 개최 이후 반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기관 간 구축된 FTA 활용 관
련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全方位 지원”함으로써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정책방향·수단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對기업 FTA 활용지원 서비스”가 이
루어지도록 조정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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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FTA기업지원협의회 주요기능]
< F TA 기업지원협의회 주요기능 >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F TA 활용지원 현황에 대한「주기적 점검」
◇ 지역별 산업구조·기업규모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맞춤형 F TA 활용방안」개발
◇ 주체별 F TA 활용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협의·조정 및 정보공유」
◇ 지역별 우수「F TA 활용 및 활용지원 사례」개발 및 공유, 홍보
◇ F TA 활용「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

<F TA 기업지원 협의회>
[全方位 지원]

중앙정부
(정보·시스템 제공, 컨설팅 총괄,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및 산업별 협회
(교육·홍보·성공사례 발굴)

對 FTA 체결국 輸出기업 하위(2,3차)
對 FTA 체결국 輸入기업

협력업체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지방자치단체
(FTA 활용 유인제공, 컨설팅, 성공사례, 시범사업)

2011.4월부터 6월까지 관세청-세관-지자체간에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FTA 활용은
부진한 산업’을 선정하여 세관-지자체 공동으로 “한-EU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을 대구, 창원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동 기간중 대구 섬유산업은 인증수출자 지정률이 41%에서 90.4%로, 창
원 기계산업은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13%에서 38%로 향상되었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세관-지자체-산업별 협회共同으로 추진, 성공요인 등을 도출하여
잠재적 FTA 활용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2012년도 시범사업이 공동추진 될 계획이다.
지역 內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역 특성·산업구조에 적합한 지원정책
을 발굴·시행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단위로 “지역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세관-지자체-협회 間 “FTA 활용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이 체결
되었고, FTA 실무사항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향후에는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8) 對美 수출기업의 FTA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 집중 모니터링
한-미 FTA의 발효에 맞추어 對美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현황 및 FTA 적용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非활용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FTA를 활용한
수출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컨설팅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 설정의 기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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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중요하였다.
그에 따라, 기업의 FTA 활용 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
업의 FTA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세
부적인 FTA 활용률 도출 및 활용률 취약군 원인을 분석하여 FTA 활용 촉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對美 FTA 관세 혜택 대상 물품을 수출한 기업(수출일자 : '12.3.15~5.8)
6,283개를 대상으로 하여, 수출신고수리서상 원산지증명서(C/O) 자율 발급 신고(Y or N) 내역으
로 FTA 활용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미국 측 수입관세가 FTA로 철폐 혹은 인하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FTA 활용 여부와 원산지관리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주요 FTA 체결국 수출기업 중 활용률이 저조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정보, 취급 물품군, 주요 수
출품목 정보 등 FTA 관련 종합 D/B를 구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
역별·산업별·HS 품목별·원산지기준별 등의 기준으로 FTA 활용률을 파악하였다.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등 분류를 통해 FTA 활용상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FTA 기업
컨설팅 사업과 FTA 활용률 연계 분석을 통해 활용률 저조 기업의 컨설팅 만족도, FTA 관련 정보 인
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FTA 활용 저조원인을 파악하여 기업 지원방향 및 향후 컨설팅
사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정책 만족도 조사 중 노동부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만족도 및 효과조사 발전방안’(2007,
2008)이 있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 상 컨설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11.6.17~11.30 기간 동안 컨설팅 신청업체 398개 중 한미 FTA 수출기업 대상 51개 업체에 대한 자료 검토)

[표 137. FTA 활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률 : 55.9%
○ 설문대상업체 6,283개(3.15~5.8 중 대미수출업체) 중 3,510개 업체 응답(55.9%)
구분

빈도

비율(%)

설문완료

3,510

55.9

연락처 오류

582

9.3

전화 받지않음

571

9.1

담당자 부재중

681

10.8

응답거부

844

13.4

부분응답

95

1.5

합계

6,2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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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 여부 및 수출신고서상 C/O 발급여부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에서 원산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52.2%를 차지하였으며,
원산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업체는 47.8%로 나타났다.
[표 138. 원산지 관리여부 및 수출신고서상 C/O 발급여부]
구분

빈도

비율(%)

원산지관리 시행

1,831

52.2

원산지관리 미시행

1,679

47.8

합계

3,510

100

수출신고서상 C/O 발급여부
C/O 발급 표기

829

45.3

C/O 미발급 표기

1,002

54.7

C/O 발급 표기

545

32.4

C/O 미발급 표기

1,13 4

67.6

100
100

-

○ 원산지관리업체 중 C/O 발급여부
원산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3,510개의 업체 중에서 C/O를 발급받은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74,1%로 나타났다.
[표 139. 원산지 관리업체중 C/O 발급여부]
구분

빈도

비율(%)

C/O 발급

1,357

74.1

발급 실적 없음

474

25.9

합계

1,831

100

수출신고서상 C/O 발급여부
C/O 발급 표기

6 46

47.6

C/O 미발급 표기

711

52.4

C/O 발급 표기

183

38.6

C/O 미발급 표기

291

61.4

100
100

-

○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유
원산지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면, 미국측 바이어의 미요청(29.4%),
FTA 활용 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한 무지(16.6%), FTA 혜택 미미(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0. 원산지관리 미시행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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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미국 바이어 미요청

494

29.4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불가

43

2.6

인력·재원 부족

47

2.8

F TA 혜택 미미

170

10.1

F TA 활용 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한 무지

278

16.6

기타

6 47

38.5

합계

1,6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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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 관련 종합적 의견
응답한 전체 업체의 87.1%가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1. FTA 활용의지]
구분
활용 의지 있음

응답 업체수

비율(%)

원산지 미관리 업체 중 활용의지가 있는 기업수

1,226

원산지관리 기업수

1,831

미활용

202

3,057

87.1
5.8

모름

251

7.2

합계(응답완료)

3,510

100

[표 142. 설문지 예시]
1.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나요?
3.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혜택이 미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향후 한-미 F TA를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6. F TA 활용을 위해 귀사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입니까?
7. 세관에서 제공한 컨설팅·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8. 세관 컨설팅에서 개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9. 세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F TA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9) FTA 공정무역 확립을 위한 원산지 위험관리 체계 구축
EU·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무역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부정 수출
입도 급증할 전망이었고, FTA위반에 따른 추징실적이 2010년 31억 원에서 2011년 162억 원으로
430% 급증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FTA 공정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FTA 불법적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나 한정된 관세청 인력으로 폭증하는 원산지조사 수요에 적기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으며, 2011년 하반기 이후 EU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이 급증하
고 있어 원사지 조사역량의 분산에 따라 불법·부정 수출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위반 위험을 선별, 측정 및 관리하는 위험관
리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11년 ‘원산지 위험관리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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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원산지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위험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1.2월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한 체계적 정보분석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문제품목을 정확
히 선별하는 ‘원산지 위험관리지표(Origin Risk Indicator)’ 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
< 합리적 의심’을 원산지조사 착수 요인으로 규정하는 FTA>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제1항 : random or reasonable doubt
- 한-인도 CEPA 제4.11조제1항 : random or reasonable doubt
- 한-EU FTA 제27조제2항 : random or reasonable doubts

WCO Safeguard Frame 및 국내·외 원산지조사 사례분석 등을 참고하여 원산지분야에 특화된
위험식별요소를 추출하고 위험수준을 계량화하여 2개 위험분야·10개 위험영역에 걸친 164개 위험
지표를 마련하였다.
‘원산지 위험관리지표’의 개발·운용에 따라 원산지 조사대상의 효과적 선정은 물론, 원산지조사
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게 되었고, 나아가 체약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시비로부터도 자유
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표 143. 원산지 위험지표 활용 흐름]

위험분야

위험영역(구성요소: 총 164개)

■원산지증명서위험(19)

■어느 한 위험지표가 고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시 검증착수
■고위험에 해당하는 위험지 표가 없는 경
우 카테고리 B 와 연결하여 검증착수 또
는 추가 정보분석 후 검증여부 판단

■무역위험(6) ■산업위험(6)
■국가위험(12) ■물품위험(21)
■세율위험(8) ■거래당사자위험(30)
■거래위험(17) ■운송위험(8)
■원산지결정기준위험(37)

■위험지표 항목간 합계점수에 따라 검증
착수·추가 정보분석 후 검증 여부 판
단·지속적 관찰로 구분

카테고리A
■원산지증명서
이상 징후

위험
징후
포착

⇒
카테고리B
■기타 부분
이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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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월 원산지 위험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정보 품질평가 및 원산지 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원산지조사업무
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원산지정보의 품질을 경제성·실효성·시사성·효율성·난이성의 5가지 요소를 기초로 평가하
고, 요소별 품질평가의 합산 점수에 따라 A부터 D까지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표 144. 원산지정보 품질 평가요소 및 평가접수]

<정보품질 평가요소>
평가요소

경제성

실효성

시사성

효율성

난이성

계

평가비중(%)

30

30

20

10

10

100

<정보품질 평가요소>
평가점수

90점 이상

70~90점

50~70점

50점 미만

평가등급

A(매우 유용)

B(유용)

C(미흡)

D(매우 미흡)

* A등급은 30일 내 조사착수, B등급은 90일 내 조사착수
* C·D 등급은 지속 관찰

정보품질을 평가한 결과 A·B 등급 판정을 받은 물품 또는 업체를 원산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토록 하여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였고, 본청의 특별지시나 외부기관의 조사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등급과 관계없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마련하였다.
2012.6월 원산지위험과 원산지조사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전체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 14%에서 36%로
급증함에 따라 급증하는 원산지조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개발하여 사용해
오던 기존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대체하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 개요>
- 개발기간 : '12.11월 ~ '12.6월
- 개발비용 : 3.1억 원
- 개발내용 :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재정립, 실시간 원산지조사 현황 파악기능 구현, 통계 및 대장등 편의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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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이 원산지조사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만을 전산으로 구현한데 비하여, ‘원산지관리시스
템’은 정보분석부터 조사완료까지의 전 업무처리과정은 물론, 이의제기·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지정
등의 후속 조치업무까지 전산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각종 통계자료는 정보분석을 통하
여 다시 원산지조사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해외공급자의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국가·품목 등 원산지 주요 위험요소(국가·품목 등)별 위험
등급 부여를 통한 원산지 고위험 품목·기업 자동선별을 위한 입체적 원산지 위험관리 기능을 구현하
였으며, 2012.9월 미국의 최고 관심품목인 섬유·의류의 고강도 원산지조사에 대비하고자 “섬유류
생산·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 섬유류 전체 수출량의 8.4%를 차지하는 4위의 시장으로써, 한-미 FTA로 우리
나라 수출기업들이 평균 13% 세율혜택을 받고 있으나 미국내 섬유류에 대한 관세징수액이 전체 징수
액의 47%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중점관심품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대한 미측 시각>
-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 : 제3국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우회수출 우려 표명('11.9월)
- USTR 섬유담당대표보 : 한·미 공동 섬유류 이행실태조사로 미국내 업계 및 의회의 우려해소 필요('11.8월)
- 전 미 관세청 섬유산업정책국장 : 한국을 원산지 불법환적 및 원산지 고위험 국가로 분류, 단속강화 경고('11.5월)

미국의 우리 수출 섬유류에 대한 고강도의 원산지조사가 예상되나 우리 섬유류 기업은 원료·사·
직물·의류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와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적 취약성으로 업계
대응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미 수출 섬유류의 품목별, 기업별 연간 생산가능량과 대미 수출 섬유실적을 연계·분석하
여, 수출량이 일정수준 이상을 상회할 경우 업계에 경고(warning) 및 사전계도를 실시함으로써 국
내 섬유류 수출기업을 보호하였다.
위험관리기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원산지 부정 수입물품을 원천봉쇄 국내 취약산업보호 및 소비
자 후생을 증대시켰고, 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요청에 대한 급증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여 원산지분야 신뢰도 및 국격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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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5. 국제원산지조사 현황]
구분(C/O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1-9

수입검증 (아국→상대국)

293

245

737

921

1,368

수출검증 (상대국→아국)

23

41

89

172

470

[표 146. 협정별 협정관세배제 현황]
2010

구분

2011

2012.1-9

(건, 백만 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특혜 (A)

268

1,088

303

1,576

533

2,261

F TA특혜 (B)

188

1,974

472

14,792

514

8,317

총 계 (A+B)

456

3,062

7 75

16,368

1,047

10,578

향후, 원산지 위험관리지표‘(Origin Risk Indicator) 및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
품질평가 및 원산지 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상 위험요소·평가요소와 원산지조사결과를 상
관분석, 피드백(FEED-BACK)을 실시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요소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10) 제3국산 물품의 FTA 악용 우회수출입 방지대책 마련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상대국의 고관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한국산 가장수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한국과
의 FTA 발효에 앞서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실제로 수출상대국의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조치 회피 및 한국산 브랜드가치를 악용하려는 의
도에서 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서 환적·반송수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 후
수출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원산지 세탁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원산지 세탁 사례>
사례 #1 (환적)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된 중국산 티셔츠를 평택항으로 반입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에 적재하여 미
국으로 환적수출(시가 10억 원 상당)
사례 #2 (반송) 중국산 타이밍벨트를 인천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이집트로 반송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
발(시가 3,400만 원 상당)
사례 #3 (단순가공 후 수출) 중국산 실크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포장 등 단순가공 후 상의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EU로 위장수출(시가 47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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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세관은 한국을 원산지세탁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여 섬유·의류 수출품에 대한 고강도
의 검증 실시가 예상되므로 수출원산지세탁에 따른 국내 선의제조기업의 피해 감소와 국가브랜드 훼
손 방지 및 국제 공정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관세청은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불법유통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불법 수출행위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원산지 위반 고위험 수출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원산지세탁 주요루트를 세관에서 집중 감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첫째, 원산지 위반 고위험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미국
및 EU 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규정 위반이력 기업 및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 등 원산지 고위험
기업 D/B를 구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출신고 단계에서 특별관리를 실시하였다. 단, 인증수
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당근과
채찍 두 가지 강온전략을 모두 담았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관리 철저를 위하여 원산지 위반 고위험 기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발급심
사 내실화 등을 통해 수출전 단계에서의 적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증수출자 확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자율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을 예방하였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과정에서는 원산지 고위험기업 등에 대해 현지실사 또는 서면심사 등 원산
지 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수출업체별 실시간 위험등급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
지증명서 발급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원산지세탁 주요 루트에 대한 세관감시 강화를 목표로 중계무역 관련, 환적·반송·원상
태 또는 단순가공 후 수출품 중 중국·홍콩에서 최초 선적되고 최종목적지가 EU·미국인 물품을 검
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세관심사를 엄밀하게 하고, 특히 민감품목인 섬유·의류 등의 수출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원산지 세탁 우려가 있는 수출 신고건은 검사를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세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감시활동을 확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환적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넷째, 섬유수출업체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유관기관들과 국내·
외 섬유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국내 모든 섬유·의류 생산업체의 생산능
력, 제품명세 등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도록 규정된 협정문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었으며, 주요 원산지세탁 품목인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효과적인
원산지감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국가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집중단속한 결과 중국산의 국산가장 수출 적발은 꾸준히 증가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적발 실적은 2011년도에 1,044원에 달하여 2010년 대
비 금액 기준으로 136%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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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7. 중국산의 한국산 가장 수출 검거 내역]
(단위 : 건, 억 원)

구분

'09

'10

'11

‘12.9월

계

건수

53

56

54

31

194

금액

704

1,169

2,275

859

5,007

[표 148. 중국산의 한국산 가장 對미국 수출 검거 내역]
(단위 : 건, 억 원)

구분

'09

'10

'11

‘12.9월

계

건수

14

14

8

9

45

금액

200

499

1,04 4

61

1,8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 취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악용 및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례가 아직
빈번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세관장이 수출신고취하 심사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확인이 강제되지 않아 효력 상실된
원산지증명서 유통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취하시 세관장 확인사항에 원산지증명
서 발급여부를 반영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
명서 원본 분실 등의 이유로 미반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한 추적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허위 수출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원산지 불법행위로 거둔 불법수익이 벌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재
범 유인이 존재했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원산지 허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원산지세
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동시에 가장수출업체에 대한 세관장 통고처분을 신설하여 원산
지 불법행위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FTA로 인한 국내 취약산업 보호대책 마련·시행
한-미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산업화된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기반 해체, 실업, 식
량산업의 무기화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
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관세청은 한-미 FTA 타결이후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미국산 농산
물로 위장한 제3국 농산물이 우회 수입될 경우 우리 농업이 입게 될 피해를 예상하고 FTA 시행 초기
에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FTA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최우선으로, 농수산물 중 미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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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 밀수, 마약밀반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국경을 어지럽히는 범법자의 대다수가 노리는
것은 금전적 이득이었다. 그렇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경
우 세율차가 클수록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조작 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었다.
다음으로, 원산지조작 수법에 대응되는 효과적인 차단책 마련이 필요했다. 원산지를 조작하기 위
해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제3국 물품을 미국으로 운송한 후 원산지를 세탁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우회수입하거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물류기지를 이용하여 제3국 물품을 미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
이었다. 갑자기 수입량이 폭증한 물품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적출된 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이한 거래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원산지를 조작하는 수입자들의 다른 특징은, 원산지조사가 수입신고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
하여 수입업체를 개설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후 고의 부도, 사업장 폐쇄 의 방식으로 세관의 심사
를 회피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공급자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리가 병행
되어야 했다. 즉,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 차단을 위해서는 물품과 업체에 대한 종합감시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시급했다.
미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관세청은 중점관리대상 품목 선정에 착수했다. 일반세율이
100% 이상인 34개 품목을 포함하여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차가 큰 상위품목 203개를 선정하여 필수
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요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심사
를 받고 통관 이후에는 원산지검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될 터였다.
서울, 부산, 인천세관에는 농수산물 원산지전담반이 설치되었다. 전담반원은 심사 및 조사 경험이
품부한 정예요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 전담반의 역할은 필수 원산지검증 대상품목에 대
한 원산지검증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며 해당 물품의 월간 수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통관 전, 통관단계, 통관 후를 망라하는 입체적 추적감시를 통한 미국산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
지관리를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통관·정보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수차례 거쳤다. 그 결과, 위험
관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심사 자료의 전자문서
이관을 통해 보다 빨리 그리고 손쉽게 원산지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필수 검증대상 농수산물 수입현황 정보 구축
한-미 FTA 발효('12.3.15)이후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절과일, 사료용 식물, 치즈류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자·해외
수출자 정보를 축적하였고, 동 정보는 향후 특정품목에 대한 검증대상 선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농산물 검증전문 조직 설치 완료
주요 세관에 농수산물 검증 전담반을 설치하여 한-미 FTA 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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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구축
해외 농수산물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수입품목과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국
내 수입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위험관리 선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면 신
규 수입자, 신원불명의 수입자 등 위험성이 높은 업체 선별이 가능할 것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반입이전 선제적 감시망 구축
미국 물류기지와 적출국 자유무역지대에 세관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국내 수입주요 농수산물에 대
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우범화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을 수행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효율적 원산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제3국산 농수산
물이 미국산으로 둔갑할 경우 미국 산업에도 타격이 될 것이므로 미국 당국과의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수산물 유통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주요 농산물의 추천대행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부, 한국 사료협회 등 농수산물관련
유관기관과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자에 대한 세부 정보 공
유를 통해 업무 중복을 방지하다면 효율적인 검증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관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이후 약 3개월이 지났고 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세
청은 제3국산 농수산물이 미국산으로 위장 수입되어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기반이 취약한 농업부문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및 위험관리 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다.

(12) FTA 체결국 간 실무교섭 확대를 위한 관세관 추가 파견
우리 경제의 新성장축인 개방화의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는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기업의
수출입지원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나, 외교부 중심의 FTA 협상 이후 FTA 이행단계에서
는 원산지 검증 등을 위해 관세청이 중심일 수밖에 없으나 관세관은 6명(미국, 중국(북경, 상해), 일
본, 태국, 홍콩)뿐이었다.
또한, FTA 업무는 원산지,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세지식이 요구되어 타 부
처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다.
지금까지 관세관의 역할은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해외
통관정보 제공, 마약 밀수 등 불법거래 정보 수집 및 단속에 그쳤으나, FTA 확대에 따라 우회수입 방
지를 위한 FTA 특혜관세 원산지 현지검증 참여 및 우리기업의 FTA 활용방법 안내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등 관세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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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의 최대 교역국인 EU, 미국과의 FTA 발효되어 원산지 검증수요는 향후 연간 수천 건으로 증
대되고, 지금까지 FTA 특혜세율 적용은 1차 상품 위주였으나, 향후 공산품 비중의 상승으로 본격적
FTA 분쟁이 시작될 전망이며, FTA 발효국은 45개국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나, FTA 이행지원을 위
한 관세관은 2개국(태국, 미국) 2명에 불과, 아국의 선제적 대응요구가 절실하였으며, 상대국 세관당
국과의 컨택포인트로서 현지 원산지 검증과정의 참관 및 아국기업의 의견 대변 등 관세관의 역할 증
대가 요구되고 있었다.
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 기준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혼합형으로 대별되
며, 수입물품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 원산지 검증시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세관 파견을
통한 간접검증의 한계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출물품의 경우 외국세관당국의 아국 원산지검증 공정성에 대한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
해 관세관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였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세관직원 재량에 따른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문 관세지식을 갖춘 관
세관을 통해 사례별 협의가 절실하였으며, 관세관이 양 국간 컨택포인트로서 세관당국간 상호 신뢰를
강화시켜 현지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 가능한 상황이었다.
관세 국제협력업무는 업무 전문성, 세관 특유의 문화(Customs Family) 등으로 관세경험 무경험
자의 경우 상호교류가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는 한-미 FTA 발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검증 등 기업의 FTA 활용과 직결
되는 관세당국간 협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세업무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지 세관당국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관세관이 아닌 경우 세관 고위직과
의 면담 자체가 불가능하며, 주요 현안인 통관애로 발생이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전문분야로 비전문
가인 상무관, 국세관 등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과 ‘대사관’이 주도적으로 관세관 신설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149. 기업과 대사관의 관세관 신설요청 사례]
국가
러시아
브라질

■ 현지 기업간담회에서 상파울루총영사관, 참석기업들의 파견 요청 ('10.11)
■ 현지 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10.11∼'11.3)

인니

■ 인니 관세청에서는 직접협상을 위한 관세관 파견 건의 ('11.2)
■ 대사관에서 외교부 기획조정실에 정식 직제 요청 ('11.5)

인도

■ 현지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11.3)

미국(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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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기관
■ 현지 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삼성, 현대 등, '10.8∼'11.3)
■ 러시아 관세청장의 관세관 파견 요청 ('11.1)

■ L A총영사관에서 한-미 F TA활용 지원을 위해 L A관세관 파견 건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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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0. 관세관 증원사유]
지역
EU

직급
국장급 1명 ,
5급 1명

증원 사유
- E U와 F TA 발효시 원산지 검증 등 F TA 업무 폭증이 예상되며, EF TA 업무 지원시
31개국을 관할
* 주 유럽연합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관세관 파견 요청 ('09.12월)

4급

- 미국은 세계관세행정 선도국이자 세계최고의 불법거래 정보수집 능력 보유국
- 한-미 F TA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관간 협력 강화 필요
- 한-미 F 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 상주 필요
-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관 상주를 통해 對美 수출물품 상당부분
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할 L A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필요

4급

-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별도의 F TA 체결을 추진중이나,
- 사회주의 국가로서 집행단계에서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해 현지 세관원과 관세관의
직접적 협의 요청 쇄도
- 후진적 관세행정 국가인만큼, 베측 재무부에서는 세관행정현대화를 위해 참사관급의
관세관 파견 요청

인도

4급

- B RICs 국가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 한-인도 CEPA 활용 이행 기반
구축 필요
- 불투명한 통관행정과 총 21개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규제가 많아 관세관의 전문성을
통한 애로해소 필요

브라질

4급

- 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 국가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나,
- 3 3개국 중남미에 관세관이 단 한명도 없어 중남미 경제대국인 브라질에 관세관 파
견 필요

중국 청도

5급

- 실무자급 관세관을 통해 6천여 개의 현지기업 지원 시급
- 중국의 세관당국 역시 기업과의 직접적 협의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관세관과의
협의를 요청함

미국 L A
(파견
완료)

베트남
(파견 완료)

<관세관 파견 결과>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주인니대사관 관세협력관 파견('09.2월, 5급)
- 베트남(호치민) 주호치민 한국총영사관 관세관 파견('10.10월, 4급)
- 미국(L A) 주L A 총영사관 관세관 파견 추진 중('12.10월 4급)

4. 주요성과
<한-미 F TA 영향 관련 언론 보도>
- 수출기업의 73%, 국민의 67%가 한-미 F TA 긍정적 영향 있다고 평가
('12.6.13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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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3.15~6.15일) 총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데 반해,
對美 수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16.8% 증가하여 對美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비혜택품목 3.8% 증가)
이는 총 수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對美 수출이 무역수지 흑자의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3.15~6.15일) 對美 수출은 166억 불(8.4% 증가), 수입은 115억 불
(6.3% 감소)로 무역수지는 51억 불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있어서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對美 수출
증대를 견인하였다.
[표 151. 한-미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
구분

교역규모 (억불)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수출

수입

총 교역

수출

수입

총 교역

對미

166

115

281

8.4

△6.3

1.9

對 세계

1,438

1,3 41

2,7 79

△2.5

△3.9

△3.2

혜택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수
출 증가율) 자동차 부품 : 18%, 석유 제품 : 8%, 고무제품 : 15%) 반면, 비혜택 품목은 자동차
(31.3%↑)와 항공기 및 부품(29.4%↑)의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무선통신기기(△45.5%)·반도체
(△10.5%) 등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에 있어서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하
여 수입 감소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
와 오렌지(34.8%)·호도(86.2%)·아몬드(69.8%) 등의 식료품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미 FTA FTA 수출 활용률은 59.2%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 3.5%, 한-인도 :
17.7%)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수출활용률은 수출통관 시 신고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표 152. 한-미 FTA 활용율]
구분
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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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페루

(발효 3개월)
59.2

한·아세안

한·인도

(발효 1년차)
61.3

3.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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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측의 개방수준이 높아 FTA 활용유인이 크고, 수출업체 컨설팅·설명회 등 이행준비를 차
질없이 진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FTA 수입 활용률도 51.4%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발효 후 1개월) 44.0% → (발효 2개월) 48.2% → (발효 3개월) 51.4%

5. 향후과제
한-미 FTA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는 정책을 보완·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 1:1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선 세관의 FTA과에 신규 직원이 다
수 배치되어 품목분류 등 FTA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컨설팅 담당자에 대
하여 컨설팅(인터뷰)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컨설팅 수행 시 업체의 배경 지식수준에 맞추어
업체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또한, 1차 컨설팅 집행에서 지적
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문 컨설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본부·산하세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 본부세관이 산하세관의 컨설팅 역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컨설팅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관 내 FTA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개인의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며 잘된 컨설팅 사례를 학습하며, 내·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FTA 전담 직원 + 품목분류 전문가 + 회계 전문가 + 해외시장개척 전문가로 "FTA 드림팀" 구성)
FTA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
FTA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지만 세관 직원의 경우 수출업체 방문 컨설팅, 인증, 검증 등의 업무
부담으로 충분한 학습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기준·품목분류 등 FTA 심화 부
문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 FTA 교육수요에 부응할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고정된
인원으로 외부강의를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세사의 경우에도 협정문·FTA 통관·원산지기준
적용 등 이론 및 실무 역량을 두루 보유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출기업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
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세관별 FTA 조직 내 도제식 멘토·멘티제를 도입하여 멘토의 지도아
래 신규 직원의 FTA 전문성을 높이고, 관심 협정·산업에 대한 FTA 연구회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 중심 학습이 되도록, 주요 민원질의 회신·우수 컨설팅 사례를 수집·발간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정보원에 ‘FTA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우선적으로 우리청
퇴직공무원을 교육생으로 하여 관세부문의 FTA 활용 전문 강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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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행정

제1절 AEO 공인제도의 도입·확산
1. 개요
(1) AEO 제도의 개념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다.
AEO는 9 . 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
으며,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기도 한 ‘AEO’는 전 세계 각국 관세당
국이 실시하는 유사한 민·관 협력제도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에 맞게 받아들여
시행중인 제도의 공식명칭이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다.

(2) AEO 제도의 도입배경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물류의 새로운 환경 변화,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관 협력 그리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
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12.31 「관세법」을 개정하여(제225조
의 2 및 제255조의 3 신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지정제도(종합인증업체 공인제도)’ 도입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관세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1호)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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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9.4.15부터 본격적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 고시에는 9개 업종의 AEO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공인업체에 대한 혜택, 관리책임자 교육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3) 도입필요성
①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세계관세기구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Security)를 우선적
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Trade Facilitation)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수 년 동
안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논의 끝에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표준규범을 만들어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는 명칭으로 전 회원국이 참석한 WCO 총
회('05.6.23~25)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 회원국이 본 규범에 가입 후 36개월 13) 이내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이행결의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12.31 관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EO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② 사회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
9.11 테러 이후 각국의 세관당국은 행정역량의 중심을 안전에 두고 있으며, 근래 들어 중점 단속대
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전통적인 총기·마약류에서 식품·의약품·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되었다.
AEO 제도는 세관당국이 물건 하나 하나를 꼼꼼히 검사하던 방식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
나 기업의 신용도와 안전성을 먼저 보는 방식으로 위험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통관을 신속하게 처
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③ 수출경쟁력 제고 전략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의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양하지만,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통관지연이다. 외국의 수입업자나 우리 판
매법인은 판매하려는 제품을 빨리 통관해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여야 하고, 생산법인은 자재 등을
적기에 통관해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통관지연으로 인해 판매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생산에 차질을 빚

13) 개발도상국은 60개월 이내, 최빈 개발도상국은 84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0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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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14)
이렇듯 해외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서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 법
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EO"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AEO는 관세당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이자 국제적
으로 안전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공급망 내 글로벌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AEO 제도의 특징
① 기업심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 운영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심
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체에 대한 중복심사도 피할 수 있
게 되었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 지향
AEO 제도는 세관이 기업들의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관과 기업 간
에 파트너십을 형성을 AEO 제도 운영의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③ AEO로 구성된 안전 공급망 개념의 구체화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외국의 수출공급망과 국내 수입공급망을 연계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
계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자인 해외생산자,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포함한
해외운송사, 국내 하역업자, 창고업자, 관세사 그리고 수입업자 등 모든 수출입 공급망 관계 기업이
AEO일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1) 국내 유사인증제도
① 유사 인증제도의 종류와 구분
AEO 제도와 유사한 인증제도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
14) 러시아, 중국 등에서 삼성전자(주)의 통관지연 사례 발생 등이 보고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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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항만시설 적합 인증제도(이하 ISPS Code), 상용화주제도, 물류보안 경영시스템 인증
제도(이하 ISO 28000), 첨단기술제품 보관 및 운송 보안 인증제도(이하 TAPA) 등이 있다.

② AEO 제도와 ISO28000의 차이
AEO 제도와 공인대상, 공인방법 등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로 ISO 28000이 있다.
ISO 28000은 수출입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도입하는 민
간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이 국제 무역공급망 모든 당사자인 점,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심사
한다는 점 등에서 AEO와 적지 않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법규준수도 준수 여부나 수출입 신고의 정
확성 등 관세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두 제도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인증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AEO 제도는 국가기관이, ISO는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주체이며, 따라서 ISO인증을 받은 업체는 국가간 상호인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외
국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ISO 인증이 각 회사(사업장) 단위로 이뤄지며 인증심사기관도 한국 인정원에 등록한 민간기
관 또는 외국계 기관이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의 내용과 결과를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
하기 어렵다.

③ AEO 제도와 ISPS Code 및 상용화주제의 차이
현재 국가기관이 운영주체인 인증제도는 ISPS Code와 상용화주제가 있는데, 그중 상용화주제는
시행상의 문제로 인해 제도에 가입한 기업이 많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ISPS Code
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유사한 기준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
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2) 해외 AEO 제도
전 세계 AEO 도입국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54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16개국이 도입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들 국가 중 AEO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AEO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수로 쉽
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본, 미국, 한국, EU, 뉴질랜드, 싱가포르 15)의 순이다.

15) `12.3월말 현재 국가별 MRA 체결 수는 미국, 일본(이상 6개)> 한국, EU(이상 5개) > 캐나다(이상 4개) > 싱가포르, 뉴질랜드(이상 3개)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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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전 세계 AEO 제도 도입 현황]
('12.9월 현재)

구분
AEO
도입국
(55개국)

AEO
준비국
(16개국)

국가

국가수

특성

한국, EU(27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노르웨이, 스위스,
태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홍콩, 안도라, 산마리노, 도미니카

42

법규준수 &
안전관리

미국, 캐나다,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뉴질랜드

13

안전관리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3

아시아

칠레, 페루, 엘살바도르, 브라질, 파나마

5

중남미

보츠와나,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르완다

5

아프리카

마케도니아, 터키, 세르비아

3

유럽

( 출처: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내부 자료를 정리 )

① 미국 C-TPAT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
은 2002년에 테러 등 위해물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키 위해 법적근거 없이 민관협력의 자발적 프로그
램으로 출발하였다. 추후 2006.10월 SAFE PORT ACT 제정으로 비로소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출 프로세스 부문과 원활화 분야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 프로세스와 안전 분야만
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신청 가능업체는 수출업체를 제외한 10개 공급망 당사자이며,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T1, T2, T3
3단계로 구분하여 공인한 후 검사비율 축소 차등 등 각각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입업체
를 제외한 관세사 등 연관된 공인 공급망 당사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화물에 대한 위험점수를 낮추어
수입업체의 혜택으로 전이된다. 2012.5월 현재 수입업체는 4,367개로 전체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를 포함한 전체 공인업체는 10,190개 업체다.

② 뉴질랜드 SES
2007.6월 미국과 최초로 AEO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뉴질랜드는 2004년부터 SES
(Secure Exports Scheme, 안전 수출 프로그램)를 수출 프로세스 특히, 수출자 위주로 시행해 왔
다.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원활화 분야는 운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
출신고기간 제한을 없앴으며, Green Lane 지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비공인업체는 선적 48시
간 전까지 수출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2012.9월 현재 118개 수출업체가 공인을 받았으며, 전체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교역량에 있어 AEO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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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U AEO
WCO SAFE Framework 기본을 잘 수용한 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신
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인등급은 없으나 원활화와 안전을 선택할 수 있다. EU AEO는 미
국과 달리 수출부문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08.1월에 정식 시행하고 2009.1월에 EU 전체
국가로 확대하였다.
공인대상 업체는 제조, 수출, 포워딩, 창고, 관세사, 운송, 수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는 안전 목적의 위험 분석 시 낮은 위험 점수부여, 운송수단 사전 출발 또는 도착
시 전송데이터 항목 감소, 통제(검사)시 우선 검사 및 희망 검사장소 협의, 통제대상 선별 시 사전 통
지, 국제공급망상 테러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역재개의 최우선권 보장, 선적 프로세스상 세관 간섭 최
소화, 세관 단속 결과에 대한 호혜적 고려 등이 있다. 2012.9월 현재 공인업체 수는 총 10,992개이
며, 안전은 3%, 원활화는 46%, 안전 및 원활화는 51%로 구성되어 있다.

④ 일본 AEO
일본은 법규준수체계를 갖춘 기업에 특례를 인정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AEO 제도로 시행하였
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비롯하여 보관업자, 관세사, 운송인 등 기타 당사자로 확대하였다. 일본
AEO는 EU AEO와 마찬가지로 수입 및 수출부문과 원활화 및 안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인에게는 보세구역 화물 도착 전 신고·허가, 수입과 수출입자는 심사·검사율 경감과 납세
신고 전 화물 인수 및 사후납부 허용, 보관업자에겐 장치장 허가수수료 면제 등 공인 당사자별로 혜택
이 달리 부여되고 있다. 2012.9월 현재 수입자 93개, 수출자 282개, 보세창고 102개, 보세운송업
자 4개, 통관업자(관세사) 56개 등 총 537개 업체가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된 수출업체는 수출규모
의 55%를 차지한다.

⑤ 중국 AEO
중국은 1991.3월부터 기업분류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입신고현황, 세
관법령 등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 B, C, D류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및 동태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외에 2001년부터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과 가장 불성실한 기업을 분류·관
리하는 홍색 및 흑색기업명단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당해 기업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 왔다.
중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상의 AE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8.4.1부터 종전에 실시하던 4등급 기업분류 제도와 홍·흑색 제도를 폐지하고 5등급 기업분류
제도를 시행하였다.
5등급 기업분류관리 제도는 종전의 4등급 기업분류관리 제도상의 A, B, C, D류 기업 외에 세계
관세기구가 채택한 국제표준상 AEO를 최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AA류 기업으로 분류되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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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인대상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수출자, 수입자), 통관신고기업(관세사)으로 나눠지며 2012.9
월 현재 2,200개의 AEO업체(AA류)가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1) 법적 근거 마련
2007년부터 범정부적인 국가 물류보안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관세청은 해양수
산부 등 국가 유관부처, 연구기관,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물류보안 추진 민·관 협의회」 에 참여하
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협의를 계속하였다.
2007 . 6월에는 관세청 감시과 산하에 임시조직(T/F)으로 「물류보안추진기획단」 을 설치하고
「Global Supply Chain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물류보안 체제 구축 검토 보고」 를 통해 본격적으로
WCO SAFE Framework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2007.8월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008.1월 관세법에 AEO제도의 법적 근거 16)를 신설하였다.
2008.5월에는 “ 「Global Supply Chain 안전과 원활화」 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3개년에 걸쳐 15개 과제를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AEO제도 도
입을 추진하였다. 그해 9월부터 2009.3월까지 삼성전자(주)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17)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가 최초로 AEO업체 공인을 받았으며, 2009.2월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및 3을 신설하고, AEO업체 공인기준, 공인절차를 마련하였다. 2009.4월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
대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이하 AEO 고시)를 제정하여 공인기준 및 운
영 실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제도의 도입을 완성하였다.

(2) 조직 마련
관세청은 2005년 WCO SAFE Framework을 WCO가 정식으로 채택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조직을 마련하였다. 우선은 2007.6월에는 관세청 조사감시국 감시과 산하에 2명으로 구성된 임
시조직(T/F)인 「물류보안추진기획단」 을 설치하였다.
이후 동 T/F의 노력으로 관세법에 AEO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직을 본격적으
로 확대하여 2008.1월에는 관세청 정보협력국 산하에 전략정보과를 설치하고 담당직원 4명을 배치
하였다. 동 과에서는 AEO 제도를 보는 주요 관점을 “수출입 공급망의 위험관리”로 보고 위험관리와
AEO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 전략정보과는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주도로 운영되던 물류보
16) 관세법 제255조의2 신설(2007.12.30)
17)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네트워크, 부산신항만, 쉥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대한
항공, 고려해운 등 모두 11개 업체이며, 이중 대한항공 등 2개 업체가 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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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개념에서 AEO 제도를 분리하여 관세청을 수출입 안전관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4월 AEO 관련 실무절차와 공인기준을 포함한 AEO 고시를 마련한 이후 AEO 관련 조직은
전략정보과에서 분리되어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내에 AEO 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AEO 센
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사무관 2명 담당직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처음으로 AEO 공인심사, 인
증, 사후관리 등 국내업무 외에 외국 관세당국과의 AEO 상호인정 업무를 실시하였다. 본청 소속의
AEO 센터 외에도 AEO 공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편성하였다.
이후 늘어나는 공인신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16명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AEO 공인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AEO 진흥협회」 를 설립하고 서류심사 업무를 위탁하였
다. 이를 통해 AEO 공인심사를 가속화하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 국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2.4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근
무하고 있는 공인심사 T/F 직원들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 대전에 수출입안전심사1과, 서울에 수출입
안전심사2과를 설치했다.

(3) 기업 및 언론과의 소통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된 새로운 제도이고 기업들의 자발적
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및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은 무엇 보다 중요했다. 특히 제도시
행 초기에는 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라는 기존 성실업체 우대제도를 AEO 제도에 포용하고 우수하
고 성실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경영진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 임원 대상 세미나 및 AEO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
였다. 또한 국내 공인업체로 하여금 일반기업과 차별화하여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마크를 개발
하고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며, 공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북을 발
간,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AEO 공인기업의 수출입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책
임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AEO 제도 운영현황을 소
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AEO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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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내용
(1) AEO 공인 확산
AEO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한 AEO 제도 도입 전략을 마련하였다. 동 전략에서 2008년 AEO제도 환경을 분석하여(SWOT) “파
트너십을 통한 사회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기반·실행·변화관리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반관리를 위해서 민간자문그
룹 구성, 중단기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였고 둘째, 실행관리 측면에서 시범사업 실
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을 마지막으로 변화관리 측면에서 AEO 제도에 대한
내외부 설명회 개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10월부터는 AEO제도 본격 시행을 위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
여 제도 본격시행에 앞서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 반영
할 목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였다. 대상업체는 삼성전자 등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실제 공인기준 초
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2009.4월 9개 업체 14개 분야에 대해 AEO 공인을 실시하고 AEO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관세청은 AEO 공인기업에 대한 통관절차, 납세절차 등 다양한 혜택을 개발하고 AEO 기업
을 非AEO 기업과 차등관리를 실시하였다. 즉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국내외 통관시 신속통관 등
의 혜택을 받으며, 관세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수출업체에게는
검사면제 등 신속통관 혜택이 부여되고, 통관소요시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납기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향상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거래업체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수출하는 H중공업과 S중공업의 경우 AEO인 H
중공업은 검사생략으로 적기 납품하였으나, non-AEO인 S중공업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4주간
통관이 지연되고 납품이 늦었다. 국내에서 200대 기업이 공인을 받을 경우 미국 수출과 관련 비용만
연간 22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업체는 검사생략, 관리대상화물 선별 제외,
자동수리 등 신속 통관 혜택 부여, 기업 ERP시스템 직접 신고 허용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에는 이와 같이 AEO 혜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였다. 동 T/F는 AEO 신규혜택 발굴 및 위험관리 업무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세청 통관지원국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가 모두 AEO인 경우(ASC) 자동 통관되는
「전자통관심사 제도」 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AEO 기반의 업무수행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AEO 고시 개정을 통해 관세청은 AEO 공인혜택을 확대하
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즉 전자통관심사 신설, 통고처분 금액 경감 폭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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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AEO기업의 자체평가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예비-서류현장심사 간 정보단절의 문제와 공인심사가 부분적으로만 전산화되어 대부분 수작업 의존하던 것을
「AEO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심사단계간 업무연계성을 강화하여 공인심사의 신속성과 신
청업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강화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AEO 제도 필요성 인식과 지원체제가 마련되었으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의 AEO 인지도가 낮았다. 2010.12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EO제도 인지
도가 43%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간 상호인정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
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
련 기관 및 부처를 설득하여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적으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해 관세사회, 관세물류협회, 중
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당사자 협회들은 물론 컨설팅기관)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대내
적으로는 전국세관 심사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본부세관 AEO 담당주무를 대상으로 AEO 공인
지원 사업개요, 고시(안), 세부지침(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1.4월 관세청은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사업을 본격
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법령인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 AEO 제도를 교육하
고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AEO 공인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기도 하
였다. 먼저 인천광역시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관세청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고 범국가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 관세청은 C-TPAT 프로그램의 해외거래업체 심사의 일환으로 2003년 이후 2012년까
지 총 160여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6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해 왔다. 이
러한 심사에서 안전관리 현황이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미국 내 거래선이 끊길 우려가 있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긴급 지원팀」 을 2011년 1월부터
구성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EO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AEO 공인
획득 사업을 펼친 결과 2011년 56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기존 컨설팅 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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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책임자 교육비용에서 시설비용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을 추진하고 있다.

(3) AEO 상호인정(MRA) 체결 확대
AEO 중심의 통관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류 공급망에 있는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들이
AEO 제도에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AEO 공인을 신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 AEO 공인기업에 대한 걸맞는 대우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선진화된
AEO 기반 관세행정 업무수행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 18)을
통해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고 우리 AEO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AEO 제도의 확산 속도와 수출금액 기준 40%에 달하는 AEO 기업들의 무역비중을 고려할
때 신속한 AEO 인증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상호인정 추진이 필요했다.
AEO제도는 2012.9월 현재 미국,EU,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5개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국가간 상호인정도 19개가 체결되었다. 또한 AEO를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인 국가의 무역 비중
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이미 75%를 상회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상 체결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국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표 154. AEO 상호인정(MRA)에 따른 혜택]
AEO 상호인정(MR A)에 따른 혜택
- (물류비용 절감)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물품검사 생략비용만 연간 1,632억 원 절감

▶ '09년 AEO 제도 도입국(45개) 行 수출화물 물동량 : 4,53 4,671TEU*/연
▶ 非AEO 해상화물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비율 : 3% (최저 검사비율)
▶ 수입검사 대상화물 : 전체의 3%인 136,040TEU
▶ 1 TEU 당 검사비용 : $1,000 ('10.3월 미 관세청 발표자료)
▶ MR A 체결시 비용절감 : 136,040TEU X $1,000 X 1,200원 = 연간 1,632억 원
- (통관시간 절감) 수입화물 검사 선별시 소요되는 통관시간 (5~7일) 절감
- (기업이미지 제고) 국제적 공인기업으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18)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일국의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상대국 AEO 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및 통관상 혜택을
부여받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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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8년부터 해외 AEO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관세사회, 통합물류협회, 관세
물류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당사자별 협회와 AEO 공인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결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가시적인 상호인정체결 추진이 필요했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70개 업체 이상의 공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호인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설득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제도를 설명하고 공
인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참관케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양국간 상호인정 논의가 착수될 수 있었다.
미국과의 상호인정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캐나다도 우리나라와의 상
호인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시아 권역에서는 우리와의 무역규모 등을 고려하고 협상 경험을 축적
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동시 다발적(Multi-track Approach)으로 상호인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2010.6월 세계 최초로 3개국과 동시에 상호인정을 체결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후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특히
2011.5월과 2012.1월에는 각각 일본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AEO 상호인정 논의를 의제로 상정하
여 MRA 조기 체결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인정을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시켰다.
이는 관세청 고유의 단독업무가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된 첫 사례이며 AEO 상호인정을 위해 기획재
정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5월과 6월에는 각각 일본 및 뉴질랜드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
여 6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와 AEO 상호인
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제도 도입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보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제도
를 확산하고 우리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외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2012년 이후에는 상호인정 협상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무역량, FTA 체결여부, 비관세장벽
유무 등을 고려하여 중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이 외에 인도, 말레이시아, 이스라
엘 등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4) 글로벌 AEO 제도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전 세계적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4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
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통관장벽이 높은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국형 AEO 제도를 중심으로 행정기법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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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진출 지원에 나서
게 되었다.
특히 한국형 AEO 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했다. 세계관세기구 (WCO)
에 세관협력기금 (CCF : Customs Cooperation Fund) 100만불을 출연하여 개도국이 우리제도를
기반으로 한 AEO 표준모델을 도입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세청은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전문가를 양성했다.
우리 비용으로 우리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
부적으로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하고 WCO에서 주관한 인증워크숍에 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 AEO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인증 전문가 (Technical Operation Advisor)가 탄생하
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WCO 세관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1.8월에는 피지와 몽골에 가서 AEO 제도에 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2.4월에는 서울에서 WCO와 공동으로 글로벌 AEO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동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920명이 참석하여 각 국의 AEO 제도 운영 현황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
동 컨퍼런스 기간 중 14개국과 MRA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형 AEO 제도 확산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컨퍼런스 후에는 터키, 스리랑카, 칠레 등에서 우리나라
에 AEO 제도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쇄도하였다.

5. 주요성과
(1) AEO 공인 확대 및 AEO 기반 관세행정 업무수행체제 선진화
AEO 제도 시행 후에 AEO 공인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제도인식 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AEO 공인이 증가하였다. 2009년말 21개 업체에 불과하던 AEO 공인기업이 2010년말에는 74개 업
체, 2011년말에는 199개 업체이고, 2012년 9월말 현재 345개 업체로서 연말에는 418개 업체에 이
를 전망이다.
이러한 공인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AEO를 활용한 물류안전 확보, 통관비용 절감, 매출증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에는 AEO 업체의 무인전자세관 효과만으로 연간 약
2천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수출에도 미국수출 효과만 연간 271억 원에 달한다.
또한 AEO 제도에 기반한 효과적인 무역공급망 위험관리가 가능해졌다. AEO 기업의 법규준수도
가 2011.1월 평균 91.96점에서 2011.12월에는 92.73으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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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2009.4월 AEO 도입이후 AEO 신청 건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접수건 중 중소 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09년에는 전체 43개 신청업체 중 13개 업체가, 2010년
에는 228개 신청업체 중 77개가, 2011년에는 전체 226개 신청업체 중 149개 업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규정과 조직·예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본격 지원하여 2011년에는 56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6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다.
그리고 2011.8월에는 AEO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의 AEO 공인지
원 등 동반성장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소 협력사 등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를 소개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진행한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3) 전략적인 AEO 상호인정 추진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AEO 상호인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AEO 공인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호인정 체결국가에서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무역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에서 협정 미체결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수출물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은 물류비용 절감, 통관 소요시간 단축,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다.

[표 155. AEO 공인업체 對美수출 물류비 절감효과]
○ 검사율 축소(△2.3%p), 우선검사 → 물류비 절감(약 271억 원, '11년 추산)
* 美세관 수입검사율 : (Non-AEO) 3.0%, (한국 AEO) 0.7%

이와 같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확대로 9.11 테러 이후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
고 있는 무역안전조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외무역경제연구원의 <미국, 중국과 AEO 상호인정에 따른 예상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양국과 모두 체결시 50억~169억 불의 생산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양국과 모
두 상호인정을 미체결할 경우 생산 감소효과가 94억~317억 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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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과제
(1) AEO 공인 지속 확대
관세청은 향후에 수출입 기업과 이들과 연계된 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AEO 제도를 확산시킬 예정
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하역업체·항공사 등 제도 참여가 미흡한 부문에 대한 공인을 확대하고 다음
으로, 수출품 제조납품업체 및 운송업체 등에 대한 AEO 참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심사 전담조직 신설 및 심사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
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류·현장심사 등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표준화하여 심사 기간
을 단축하며, AEO공인심사 처분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EO와 非AEO 기업 간에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차별화하는 등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이 체화된
AEO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 수출·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강화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AEO 제도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MRA 체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기준 외 기준 변경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AEO 공인 획득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리책임자 교육비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한편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
이다. 예를 들면 AEO 공인을 받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발전 프로그램 마련토록 공인
기준 등을 점차 보완하겠다.

(3) 對기업 위험관리를 위한 AEO 사후관리체제 확립
AEO 공인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업관리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AEO 공인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담당 직원을 물류분야 AM으로 지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토록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AEO 기업의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공인기업의 자율적 위험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기 자체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자체평가 매뉴얼을 업체에 제공하여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겠다.

(4)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AEO 상호인정 추진
먼저 기체결된 AEO 상호인정 협정을 내실화하겠다. 우리 AEO 수출기업들이 MRA 효과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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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후속협상을 통해 기체결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FTA 발효에 관련
하여 혜택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을 실시하고, 한·加 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도모하고, 한·뉴 협정
의 적용화물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애로해소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국·FTA국 중
심으로 협상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정기 법인심사 제도의 도입·법제화
1. 개요
(1) 정기 기업심사 제도 정착의 노력
정책실행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는 마치 생명체처럼 성장·발전 또는 소멸해 간다. 관세청은
1996.7월 수출입신고 ‘면허제’를 ‘수리제’로 전환하면서 통관단계에서는 물품반출에 필요한 통관요건
확인 등 통제를 최소화하고, 세액의 적정성 등을 통관 후 확인하는 기업심사 제도(일명 ‘통관적법성
심사제도’ ) 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변동, 업체반발 및 기관장 교체 등에 따라 지난 15년간 기업심사 제도는 수시로 변경
되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심사는 중단되고 심사전문가는 감소
되었으며, 기업의 관세관련 조직도 아웃소싱되어 심사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2000년에는 심
사조직을 통관조직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심사정책국 신설)으로 직제를 개정하는 한편, 심
사업무 수행체계를 정보 분석에 의한 ‘기획심사’와 업체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종합심사’로 전면 개편
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기관장의 중점 추진정책이었던 인천공항 휴대품통관 혁신에 밀려 종합
심사제도가 중단되고, 2002년에 심사제도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이 강제방
식으로 변경하였지만 곧 업체 반발로 중단되는 등 기관장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의 정책방향과 대기
업관 등에 의하여 기업심사제도가 중단되거나 변경되기를 반복함에 따라 기업심사제도는 체계가 없
이 기획심사 위주로 운영되었다.
2004년에는 미국의 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종합심사제도를 업체가 스스로 심사하는 방식 즉,
자율심사제도로 개편하였지만 업체 스스로 점검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보고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로 인해 업체에게 면죄부만 제공한다는 논란이 있는 등 심사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2009년 주기적인 기업심사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해법으로 9·11 테러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조화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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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안한 국제규범으로 세관과 민간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과 법규준수를 함께 관리하는 유럽형 AEO 공
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도”로 도입하면서 기존 조사감시국
에서 심사정책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AEO 공인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종합심사제도와 연계
함으로써 관세청 기업심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EO 공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적으로 평
가한 자체평가서를 세관에 제출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는 반면, 나머지 업체는 필
요한 경우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체제가 되자 AEO 공인을 신청하려던 업체들이 오히
려 세관의 간섭을 더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EO 공인 신청을 망설이게 되었다.
이렇게 비정기적이고 고위험군 업체에 대한 기획심사 위주로 기업심사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심사
대상업체는 세관의 심사대상 선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심사 수용성은 높지 않았다.
기업의 심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AEO 공인업체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수
출입 규모가 500대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4~8년 주기로 심사를 실시하는 「정기 법인심사
제도」 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주기적 기업심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2011년에는 정기 법인심사 대상군을 수출입규모 600대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정기 심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2011.12.30. “정기선정 기준 및 통합조사 등 기업심
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시행일: 2012.3.1)”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으로써 기업심사제도 시행 15년만에 드디어 명실상부한 기업심사의 안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012년에는 정기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기준을 최근 2년 간 연평균 수출입규모가 5천만 불이상인
업체로 고정시킴으로써 수출입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정기 법인심사 대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

(2) 정기 기업심사제도 정착의 의미
정기 기업심사제도와 AEO 공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어 외부적인 경기변동이
나 내부적인 기관장의 교체 등에도 안정적인 심사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기업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심사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해졌고,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 정책을 통하여 다양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신종 첨단 조세회피
사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기업심사제도와 AEO 공인제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통상적인 업무
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과거 고위험군 업체
위주의 기획심사를 운영하던 때에는 기업심사시마다 “왜 우리 기업만 나오느냐 ?”는 의문을 제기하였
으나 이제는 “때가 되어 나왔군요.”로 받아들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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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신고 시 신고납부한 세액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통관요건의 위반사례 등 다양한 오류가 적발됨에 따라 관세관련 위험을 재인식한 수출입업체가 IMF
이후 대부분 아웃소싱 했던 관세관련 조직을 다시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이다.

[표 156. 수출입기업의 관세관련 조직 강화 동향]
(사례1) J모직 관세팀 수출입전담팀(10명) 및 AEO 그룹 신설(4명) ('12.6월)
(사례1) S통신 관세팀 신설(3명으로 우선 구성, S전자 출신 차장영입) ('12.5월)
(사례2) E월드 생산본부 내 구매팀을 전략기획본부 무역부서로 격상하고, 과장도 부서장으로 승진 ('11.11월)
(사례3) O식품 구매부서 직원 모두(4명) 승진 ('11.10월)
(사례4) G텍스 관세팀 신설(5명으로 구성, 부서장 부장) ('11.5월)
(사례5) S엔진 관세사를 관세팀 팀장으로 영입('11.4월)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1) 국세청 세무조사 개요
① 세무조사 종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세신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사건의 조
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국세기
본법」 제8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결정·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
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조사활동를 하며, 조세범칙을 조사하
기 위한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근거하여 범칙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 확
정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한다.

② 조사관할
세무조사의 관할관서는 당해 세목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나, 중요한 조사사무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조사의
관할에 있어 납세자 업종·사업규모, 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은 세무서장
간 조정이 가능하며, 국세청장은 지방청장간 조정이 가능하다.

③ 조사대상자 선정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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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이고 장부기장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기선정에서
제외된다.
- 정기적인 신고내용 성실도 분석결과에 의한 불성실신고 혐의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세목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다만,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 납세자가 과
다하게 조사받지 않도록 제한적 운영)
세무조사는 정기선정이 원칙이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선정을 통하여 세무조사
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신고, 서류제출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등 거래내용에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조사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 성실도 평가
정기선정의 기준 중 하나인 “신고 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
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하며, 평소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
관리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이 가능하다.

⑤ 기타 주요 심사관리 사항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15일
-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
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등)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7일
세무조사의 방법은 조사대상자 납세수준, 사업규모, 업종, 분석내용, 탈루혐의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든 과세대상 또는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하
는 전부조사 또는 부분조사,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 방식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검증하거나 단기간의 현장조사를 하는 간편조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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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종결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칙사무의 공정하
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미국 FA(Focussed Assessment; 집중심사)
① 미국 기업심사 제도
미국의 기업심사제도는 FA(집중심사)와 ISA(Importer Self-Assessment; 수입자 자율심사)로
구분된다. FA(집중심사)는 업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후, 내부통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면 위험
분야에 대하여 중점 실지심사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3,000대 기업 중 100∼150개 업체에 대한 평
가 후 약 50개 업체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하고 있다. ISA(수입자 자율심사)는 법규준수도가 높고 내
부통제를 갖춘 기업과 세관이 MOU를 맺어 신고오류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하는 제도
이다.

② 미국 FA(집중심사) 세부내용
미국 관세청은 1995년부터 6년간 537개 기업에 대한 CA(Compliance Assessment; 통합심사)
를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체계가 법규준수에 결정적 요소라는 경험을 얻고 2001년부터 FA(집중심
사)로 전환하였다. CA(통합심사)는 심사기업의 모든 거래분야 및 거래 건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말하며, FA(집중심사)는 RM(Risk Management)기법을 통해 고위험분야에 한정하여 중점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FA(집중심사)는 3,000대 기업의 총 수입대비 비중이 2002년 기준 7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들 업체 관리가 전체 법규준수도 제고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야만 FA
를 수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법규준수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기업의 법규준
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심사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수입자 내부통제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위험분야를
확인하는 단계로 평가결과 우수하면 심사를 종결하고 불량하면 2단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위험분야
를 실지심사를 통해 확인한 후 위험도가 수용할 만하면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위험도가 불량하면 법규
준수개선계획 수립 이행 후 확인 조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1)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2011년 기업심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심사 대상에 대한 수입비중 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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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AEO 공인업체(신청 및 진행업체 포함)가 약 100개 업체('11년 상반기)로 전체 수입의 27.6%
를, 법인심사 대상업체인 수입규모 상위 600대 기업이 전체 수입의 55.8%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만여 개 기업이 기획심사 대상업체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규모 600대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최근 10년간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내에
심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체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신설된 정기 법인심사는 총 78
개 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다.

(2)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기업심사제도가 신속하고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 미국 등 국내외 기업조사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자 연구하였다.
수출입업체들이 AEO 공인제도 등 관세청 기업심사 체계에 대하여 세관과 상호·상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AEO 공인업체의 특성상 非AEO 업체와의 심사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이
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심사제도의 취지와 운영방향 등을
홍보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관세청 및 전국 세관의 심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하여 기업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을 수렴한 바, 정기 법인심사를 확대하고 수시 기획심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
요가 있으며,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심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직원
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를 영입하고, 통관적법성 심사의 법
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기피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 재제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0.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기업심사 남
용금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범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재정학회의 “기업심
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0.12.)”를 통하여 기업심
사의 신뢰성 제고방안으로써 관세조사 절차와 범위를 법제화하고, 심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
며, 심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추징과 적발
위주의 기업심사에서 업체 지원위주로 기업심사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들의 다음과 같은 권고의견을 수렴하였다.
- 법인심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단순·명료화하고, 가능한 계량
화된 자료를 활용
- 법인심사 예비 선정업체도 무작위선별(Random) 방식 도입하고 법인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기준 보완
- 법인심사 대상 선정 제외기준 중 경영악화 기준은 모호하므로 법정관리 또는 관리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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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운영
-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을 위해 심사인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적정수준에 맞춘 심사대
상 업체 배분 적정
- 수입액 기준 일정기준 이상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 정기심사 원칙 유지

4. 추진내용
(1) 정기 법인심사 제도의 도입
① 도입배경
2009년 도입한 AEO 공인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점과 AEO 공인업체에 비해 非AEO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가 부재하다는 심사체제상 미비점 보완을 하고, 정기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12.30 심사정책국의 조직을 개편하여 정
기 법인심사업무를 관장하는「법인심사과」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법인심사과에서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非AEO 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법인심사제도 운영방안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② 그간 기업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 통관적법성 심사 활성화 필요
- 기획심사를 통관적법성 중심 심사체제로 전환하고 관련규정 및 심사매뉴얼 마련 등 운영체계
정비한 결과 2009년도의 통관적법성 적발실적이 2007년과 2008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
하는 등 관세 등 세액의 탈루심사뿐 아니라 통관적법성 제반분야에 대한 심사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非 AEO 업체에 대한 체계적 대응·관리체제 부재
- 현재 非 AEO 업체는 기획심사에 의해 관리하나 기획심사의 경우 특정 우범 품목 및 업종에
대한 기획분석 위주로 대응함에 따라 非 AEO 업체에 대해 업체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심사대상별 합리적 심사업무
수행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 수입규모 상위 1,000대 업체에 대한 심사실적 미흡
- 수입규모 상위 1,000대 업체 수입비중은 81.2%에 달하나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는 연
평균 76회에 그쳐 연평균 전체 심사업체(460개)의 16.6%로 심사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최근 10년 간 심사실적이 없는 업체가 480개인 반면 2회 이상 업체는 177개로 심사의 편중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수입 비중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로 심사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필

265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징·적발 위주의 심사로 법규준수 개선관리 관점 미흡
- 기업심사를 탈루 세액의 추징이나 통관요건 미비물품 적발 위주로 실시함에 따라 심사결과
오류원인 분석 및 컨설팅 활동이 형식화되고 법규준수 개선 관리에 대한 관심 및 관리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FA(집중심사)는 기업심사시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에 주된 목
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기업심사의 관점을 내부통제의 개선과 법규준수도
의 제고·관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법인심사제도의 운영
정기 법인심사제도는 그간 기업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운영하였다.
- 수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500대→600대→연간 5천만 불 이상)의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
군으로 선정
- 위험도, 업종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수입규모 1억 불 이상 업체는 4년 주기, 1억 불 미만은
4~8년 주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 선정
- 정기심사 전 구체적 탈루제보 등 명백한 위험이 있고 조기에 심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심사에 의한 심사 허용
-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하여 심사 관할세관을 지정 평소 정보분석 관리
수입규모 상위 업체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기획심사와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
도록 하여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운영으로 심사효율성 및 형평성의 확보와 함께
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심사제도를 법규준수도 제고 관점의 심사업무 및 관리활동으로 수행하여 오류발생 방지
등 법규준수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법인심사를 위하여 업체·업종별, 거래형태별 체계적
정보축적·관리 등 심사정보시스템을 재편하고 정보수집 및 심사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심사영역
별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법인심사 조직 및 인력 등 심사수행절차를 재검토하고, 심사종류와 심사방법 등 심사 관
리체계를 정비하여 심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심사와 기획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훈령)하였다.

④ 정기심사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은 법인심사 대상군을 연간 수입액 1억 불을 기준으로 그룹1(연간 수입액 1억 불 이상 업
체)과 그룹2(연간 수입액 1억 불 미만 업체)로 구분하여, 그룹1은 4년 주기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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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과거 심사이력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심사실익이 없는 경우 예외 허용하고, 그룹2는 위험도, 심
사이력 등을 고려한 4∼8년 주기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새로운 위험
동향과 심사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선정하여 세관에 배정하였다.
법인심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4
명, 외부위원 5명으로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정기 법인심사 운영방향’
과 ‘반기별 정기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⑤ 정기심사 수행절차 및 심사방법
법인심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기준에 의하여 정기심사대상업체가 선정되면 법인
심사운영방향과 함께 심사세관에 통보하고, 세관은 본청지침을 토대로 통보받은 법인심사 대상업체
에 대하여 월별 또는 주별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본청에 보고한다.
심사세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 착수전에 대상업체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고, 개별
심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간, 중점 심사사안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며,
본청에서는 정보분석 적정성, 심사계획 타당성, 중복조사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심사계획을 승인한다.
기업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20일 이내를 기간으로 실시하고 세관장은 필요시 심사기간을 2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심사는 평가·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8대 통관적법성 제반분야를 범위로 하
며, 실지심사가 종료되면 법규위반 등 오류적출내역,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강평과 함께 컨설팅을 실
시하여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나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심사팀은 심사에 충실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세관별로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한편 공평하고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심사계획,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당해 업체의 차기심사나 심사제도
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및 관리체계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정기 법인심사 후보기업 확대
① 검토배경
2010년 정기 법인심사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입규모가 500대 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법
인심사 대상으로, 2011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수입규모 상위 600대 기업까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관리하였으나 수출입업체는 자신이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 심
사의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은 기업심사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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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심사 후보군 선정기준 및 후보군 조정
정기 법인심사제도는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4~8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1억불 이상 업체는 4년 주기로, 1억 불 미만인 업체는 4~8년 주
기로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법인심사 대상군의 수(600개)가 고정되어 있어 4~8년의 기간 동안 주기적인 순환심사가 가능한
반면, 업체 스스로 정기 법인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기 어렵고, 법인심사 대상군에서 제외
되는 AEO 공인업체와 FTA 원산지 검증 업체 수의 변동에 따라 그 대상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정기 법인심사제도 효과의 하나인 성실신고 유인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하는 경우 업체 스스로 정기 법인심사 대
상임을 예측할 수 있고, AEO 공인업체와 FTA 원산지 검증 업체 수 변동에도 후보군 조정 없이 탄력
적 대응이 가능하나, 경제적 상황이나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상군의 수가 증가하면 현재의 인력
으로 주기적(4~8년) 순환심사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내부적인 검토결과 수출입업체 스스로 정기 법인심사 대상업체 여부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심사 정책방향과 미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국세청의 정기조사도 매출액 기준으
로 5천억 원 이상 업체는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고 그 외 업체는 성실도 평가에 따라 일정주기 없이
선정하는 사례 등을 참조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 5천만 불 이상의 업체”를 정기 법인심사 대상군으
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상반기 법인심사 선정심의위원회의('12.2월)에 상정하여 위원
들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다.
한편, 법인심사 대상군을 “최근 2년간 연평균 5천만 불 이상의 업체”로 함에 따라 그 대상은 600
대 기업에서 715대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정기심사(4~8년)로 다 소화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
여 성실도 평가를 통해 잠재위험이 높은 업체를 우선 정기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성실 업체를 줄
여가고 필요 시 불성실 업체는 기획심사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3) 정기 법인심사제도의 법제화
① 관세조사 대상선정 법적근거(관세법 제110조의3)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을 등을 법제화하여 납세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관세조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의 자
발적 납세협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국세기본법('10.12.1 개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의한 국세청의 세무조
사 종류 및 구체적 선정기준을 명시한 것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다.
정기선정의 절차 등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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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권고(국민권익위, '10.11월)
- 선정기준 법제화 의견(기재위 조배숙 위원, '11.3월)

조배숙 의원(2011.3월, 임시국회)
-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과 비교해 볼 때 관세법에 관세조사의 범위(탈루세액심사 외 통관적법
성 심사에 대한 법적근거 불명확)나, 질문조사권 등 규정상 명확한 근거규정이 미흡

- 조사대상 선정 투명성 제고 요구(EUCCK 시장진입장벽 보고서, 2011.4월)

② 통합 관세조사(관세법 제110조의2) 개정이유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 심사, 신고단계 또는 통관 후 수출입요건 적법성 심
사, 외환절차의 적정이행여부 심사,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심사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각각의 업
무 분야별로 개별적인 관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수출입업체는 계속되는 관세조사로 피로도가 증가
하고 납세 순응도는 급격하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조사하는 때 세액심사 뿐 아니라 세관장
의 업무에 속하는 수출입 관련 타 법령의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까지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경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의 수평적·
대등적 과세협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 통합조사에 관한 규정 또한 국세기본법('10.12.1 개정; 제81조의 11 통합조사의 원칙)의 ‘세
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조하였다.
관세조사시 통합조사 원칙의 법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관세청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08.10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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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후 통관적법성 심사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원 지적사항
① 임영호 의원
- 중국산 멜라민 함유물질 검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시중에서 회수율이 1% 밖에 되지 않음, 관세청이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이고, 수입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② 정양석 의원
- 수입 공산품의 허위표기 문제가 심각함. 유형별로 정리하면 부당광고행위, 라벨과 다른 내용,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변
경, 통관이후에 용도 변경, 물품의 성분 미표기 문제 등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③ 진수희 의원
- 중국산 수입완구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입완구 중
에 58%만 안전인증 절차를 밟아서 통관되고 있고, 비작동 완구 42%는 안정성 검증이 없이 통관되고 환경호르몬 또
는 마약성분 검출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관세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함

5. 주요성과
(1) 기업심사 10년 만에 드디어 법제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정성 제고
① 2000 . 1 월부터 기업심사 관련 규정이 내부훈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를 추진
(2011.4~12)하여 드디어 10년 만에 관세법에 관세조사 선정절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심사(관세조사)를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고, 정기심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성실도 분
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中 업
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등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기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입업자에 대
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
우에는 정기선정이 아니더라도 수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심사 기준 및 절차의 법제화에 보태어 기업심사시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타 법령상의 수
출입관련 의무 이행(예: 수출입요건 확인, 외환,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통합조사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받아야 하던 납세자의 불
편을 완화하고, 기업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아울러 종전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
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방문조사에 갈음하는 서면조사나 관세조사시 통합하여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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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까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을 적정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
해서는 안된다는 관세조사의 남용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② 정기심사 선정체계 개선 등으로 업체의 기업심사에 대한 수용성과 심사품질의 만족도가 향상되
었다.
심사결과 추징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류 원인을 찾아 내부통제 시스템을 치유하고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하여 업체가 모르고 있던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업체는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 지역사회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미담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2010.8.24, 파이낸셜, 뉴시스, 영남일보)
대구세관장은 포항소재 (주)SIMPAC ANC 법인심사 컨설팅 과정에서 동사가 업무미숙으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업체는 환급금 전액을 지역사회 장학금을 쾌척

이러한 성과는 수출입업체 등 납세자가 정기심사제도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심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는 등 업계가 정기심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2) 탈루세액 추징 등 통관적법성 적발실적 최근 2년 연속 크게 증가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
2010년도 정기 법인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이후 2012.9월까지 198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
심사를 완료하여 총 1,147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약 4조 7천억 원 상당의 수출입요건
미비물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불공정 거래물품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기업심사시
컨설팅을 통해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약 4,588억 원의 세액탈루, 약 19조 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정기 법인심사 당시 오류가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증가될 추징·적발금액 (법인심사 4년 주기 심사, 연평균 추징액×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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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 업체대상 청렴지수 평가결
과 전년대비 향상(예: 서울세관 심사업무 9.13점→9.64점, 감사담당관-3175, '11.8.19)된 것으
로 조사되는 등 정기심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반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심사·통관·조사·감사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선한 이후 신중한 과세로 과세품질이 향상되어 심사업체의
과세전적부심신청률이 2009년 20%에서 2010년 11%, 2011년 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향후과제
(1) 정기(통합)조사 본격 시행에 따른 기업심사 발전방향
① 현 실태 및 문제점
업무수행 방식 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예기치 못한 현안문제 등에 인력· 시간을 과다 투입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통합조사에 대비한 입체적 정보 수집·분석이 미흡하였다. FTA 시대에 대한 심사분
야의 역할 범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변화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에 대해 해외 기업정보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고 심사품질 저하에 따른 전문인력 배양노력이 부족(심사전문인력의 로펌 등 외부로 유출도
작용)하였다. 또한, 국제 경제 및 무역거래 동향의 변화 감지에 둔감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쟁송이 장
기화되는 등 현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또한, 종합심사, 정기법인심사, 기획심사의 장기적 관점의 운용방향 설정(AEO 공인대상 확대 범
위 한계 설정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발전방향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는
AEO 공인대상의 한계 업체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시심사 위주의 심사체계를 정기 법인
심사 위주로 운영하는 등 정기 법인심사와 수시 기획심사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을 표분화하고 정형화하는 한편 자동화함으로써 인력 소요를 최
소화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무역 거래가격의 왜곡이 우려되는 다국적 기업간 거래 등을
Target으로 심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사정보 분석에 대해 단편적인 분석을 탈피하여 심사 방향성과 통합성, 지속성을 key값
으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국적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통합 심사정보 수집·분석 Master Plan”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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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개편,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① 조직개편
기업심사의 장래 조직은 심사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단
기적으로는 법인심사과와 기획심사팀을 통합하여 “기업심사과”로 하며,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 등
고위험 심사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심사정보분석팀(가칭)”을 신설·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청적인 차원에서 심사기능과 범칙조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조
직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검토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법령·제도 정비
「WTO관세평가협정」 의 규정과 주해, 해설, 권고 등의 내용을 심층 분석 및 「관세법」 에 반영하여
협정과 국내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와 세관당국간의 다툼을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관련 조항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해석상 다툼이 자주 발생하거나 악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능력배양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
여 그에 따라 심사인력의 능력배양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④ 업무 외부위탁
기업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정보임에도 현재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다국적 기업 정보는 그 분량이 방대하고 주로 해외에 존재하는 관계로 현행 인력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집·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무역개발원 등 현행 파트너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전담기관(예: 관세정보관리원)을 설립하여 심사분야를 포함한 관세와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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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7. 정기 법인심사 제도의 도입·법제화 자료(관세법 관련 규정 발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
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제 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
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
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
을 조사하는 경우
2. 관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
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
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
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
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
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 2012.3.1]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
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
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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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
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2]
[시행일 : 2012.3.1]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
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
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일 :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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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 최
 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
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자료의 제
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 2012.3.1]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
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1]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실이 없을 것
가. 수
 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
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본조신설 2012.2.2]
[시행일 : 2012.3.1]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
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
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
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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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확대
1. 개요
(1)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실물경제 위축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지어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
안정성까지 가중시켰다. 국제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해외차입 제한 및 자금운용
보수화로 기업들의 원화 차입여건 19) 악화되고 회사채 발행의 직접금융시장도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금리와 환율의 상승, 주가의 하락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 및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하락, 재고출하비율
상승 등 우리경제의 생산 둔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표 158.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구분

'08년 1/4분기

'08년 2/4분기

'08년 3/4분기

'08년 9월

소비재판매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3.9

2.5

1

△2.0

제조업 평균가동율

81.1

81.0

78.5

7 7.3

이러한 경제 상황은 대외 개방도와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세 둔화현상으로 나타나 2008년부터 원자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가
운데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도 감소세로 전환함에 따라 수출입증가율이 2008년 4/4분기 이후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수출입기업의 자금력이 악화되어 기업의 흑자도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다.
[표 159. 수출입실적 추이]
(단위 : 연간 구성비 %, 억 불, 출처 : 관세청)

구분
총수출액
총수입액

2007년

2008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05.3

1,032.7

3,714.9

994.5

1,145.0

1,150.0

93 4.8

4,224.2

(24.4)

(27.8)

(100)

(23.5)

(27.2)

(27.2)

(22.1)

(100)

860.6

1,005.6

3,568.5

1,060.30

1,147.5

1,230.1

916.2

4,354.1

(24.1)

(28.2)

(100)

(24.3)

(26.4)

(28.3)

(21)

(100)

19) 시중은행 BIS 비율 하락 : 11.99('07년 말) → 11.35('08년 6월) → 10.28('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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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게다가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중소기업은 수출입금융 위축으로 무
역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과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8년 10월 기준 대미(對美)
환율은 1,291원/$로 연초대비 37.8%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KIKO 상품 손실발생으로
흑자도산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은행의 리스크(RISK) 관리까지 강화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 160. 중소기업대상 대출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출처 : 한국은행)

연도

'07년

'08년 상반기

'08년 3/4분기

'08년 10월

금액

5.4

5.7

3.1

2.6

결국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환차손 가중 등 자금경색 때문에 2008년 8월부터10월까지 체납이 발
생한 신용담보업체 중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14개社, 3.1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24개社, 13.1
억 원)하였고, 특히 환율급등으로 인한 관세부담 때문에 수입신고 후에도 통관하지 않는 잠재적 체납
업체 수 390개 업체(108억 원)로 2007년 동기에 비해 49%나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美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극
복」 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미래준비」 라는 투-트랙(Two-Track) 국정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내수
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에서 위기극복의 한 축을 수출입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출입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중소수출입기업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였다.

2.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첫째, 대외적으로 국회,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중앙회등과 수출입기업 대한 지원방
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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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대비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청차원의 지원대책의 확대 필요”
<'08.10, 국회의원 김성식 外>
○“체납처분유예 개선과 기준액 상향 및 잠자는 관세환급금 활용 필요”
<'09.2,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20)
○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일시적 자금경색업체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및 신용담보한도액 증액’및‘체납으로 인
한 신용담보 지정취소의 한시적 유예’필요”
<'08.12,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 토론회, 전국세관장회의>
○“수출입업체에 대한‘단순 제도/절차개선’사항이 아닌‘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 필요”
<'09.11, 전국심사관계관 회의>

대내적으로 전국세관장회의 및 전국세관 심사관계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책을 협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
책」 수립 및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표 161. 수출입기업 자국부담완화 지원대책]
목 표

경제위기 극복

세부과제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완화

내 용

통관단계 지원방안

통관이후단계 지원방안

심사단계 지원방안

둘째, 수출지원 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경제계·학계 의견을 수렴해 ‘FTA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
출경쟁력 강화로 경제위기 극복’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FTA 체결 못지 않게 FTA 활용의 중
요성을 감안하여 FTA 활용기반 조성 및 비용절감을 통해 FTA를 新성장동력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간 많은 국력을 기울여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활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08년 2월)한 결과 ‘수출기업의 59%가 FTA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주요원인은 ‘① 홍보부족(35%) > ② FTA 정보 접근 애로(34%) >
③ 기업의 관심 부족(28%)’ 순으로 나타났다.

20) 관세행정발전 자문목적으로 관련공무원·학계·업계·유관단체등 2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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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2008년 기준 FTA 활용률]
(단위 : %, 출처 : 무역협회)

구분

한-칠레

한-싱가폴

한-EF TA

한-ASE AN

활용률

90.5

29.8

42.5

27

이에 따라 경제5단체·자동차공업협회 등 10개 협회 등을 통해 기업의 FTA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세관 FTA담당자 워크숍·민관합동 워크숍·해외 순회설명회(태국·인도네시아) 등을 통해 FTA
지원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지시경제부·무역협회 등과
FTA 지원체계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FTA 활용수요를 바탕으로 FTA 활용도 극대화 전략」 을 마
련하였다.

[표 163. FTA 활용수요를 바탕으로 FTA 활용도 극대화 전략]
목 표

경제위기 극복

세부과제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내 용

FTA활용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강화

기업하기 좋은
FTA 이행제도 정비

기업이익극대화를 위한
FTA 실무외교

셋째, 경제위기 극복 외에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 제도적 문제 및 국가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
부에서 추진 중인 「New Start 2008 프로젝트」 와 연계하여 관세행정의 접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지원대책인 「기업회생프로그램」 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기회와 책임, 상생협력,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
정운영 방향으로 제시
<'10.8.15 대통령 경축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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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1)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완화 지원 추진
① 관세행정상 세정지원의 대표 브랜드 ‘CARE Plan’ 도입
관세청은 국가적 이슈인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대책 마
련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2008.3월 관세 징수·체납·환급 등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심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CARE Plan 추진팀을 구성하였다.
'케어플랜(CARE Plan)'은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의 약칭으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추진팀 회의를 통해 2008.4월 납세편의·직권환급·관세환급·체납자회생
4대 분야로 세분화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을 수립하였다.

[표 164. 최초(1차) 도입 시 관세행정 지원대책]
(시행일 : '08.4부터 '08년 10월)
1. 자금경색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고액세금 납부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 또는 3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1회 재연장 가능(최장 1년)
2. 과다납부세금 찾아주기 운동
○ 세관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수입신고건을 분석하여 과다납부세금을 발굴, 업체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조치
- 특히, Customs Mentor와 연계하여 자금경색 등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과다납부세금 환급 가능건 적극 발굴
3.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지원
○ 중소기업 수출실시간 환급제도 시행
- 자동환급제도 이용 중소기업에게 대해서는 수출 즉시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금 지급시기를 즉시, 월, 분기
등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선
○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확대
- 신용담보업체 중 일괄납부 사후정산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정요건 완화 (수출·환급실적 금액기준 삭제) 및 정산기간
확대(3월→6월)
4. 체납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운영
○ 추징세액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 금융기관 체납자 등록 유보로 신용회복(해제 요청)하고, 회생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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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케어플랜 활용 총력 지원과 초기 성과
○ 능동적 지원방식의 ‘Customs Mentor 제도’ 운영
관세청은 케어플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행 초기인 2008.4.3부터 2008.4.4까지 전국 세
관직원들을 상대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수동적으로 기업이 도움을 받으러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세관이 직접 애로를 겪
고 있는 기업을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7개 세관에 82명의 ‘Customs Mentor’를 지정·운영하
였다. ‘Customs Mentor’는 관할구역내 컨설팅 필요기업을 발굴하고, 멘토로서 통관, 심사, FTA 등
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금경색, 도산위험 등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를 발
굴하여 세관직원의 방문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 기업지원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급적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4.1부터 언론 브리핑뿐만 아니라 관세사회 및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세청 고객자원관리(CRM) 시스템을 이
용해 기업 통관담당자 등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금부담 완화대책을 집중 홍보하였다. 그 결과 적극
적인 기업지원 정책 운영은 시행초기 총 6,311건, 7,698억 원의 자금부담완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관세청은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세관별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본청에서는 ‘관세행
정 경제상황점검시스템’을 통해 기업지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
○ 본청과 전국 세관의 입체적 지원활동 전개
• <관세청장,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설명> 2008.5.21 관세청장은 중
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활기찬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관세행정 실천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약
속하고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표 165. Business-friendly 관세행정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 수출즉시 실시간으로 환급금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실시간 자동 환급시스템 구축”등 먼저 찾아서 지원(Advance
Customs 전략)
○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납세심사 면제”,연간 심사횟수를 제한하는“심사총량제”실시 등 세관간섭 최소화
(Regulation-free Customs 전략)
○“F
 TA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컨설팅,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어려운 세관절차를 컨설팅해 주는“Mentor 행정”적극
추진(Together Business 전략)
○“RFID

기반의 최첨단 수출입통관체제 구축”,“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무역서류 전자화”등을 통한 신속한 수출입통
관물류 선도(Speedy Customs 전략)
○ 수출입 기업현장에서 즉시 통관을 해주는“모바일 현장통관서비스”구축 등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하는 세관 실현
(Mobile Customs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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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영세·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발표> 2008.10.30 영세·중소기업 지원 실적
을 제고를 위해 과다납부세금 발굴, 체납자 지원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세관에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표 166. 주요 우수사례(요약)]
(사례1) 출국금지와 금융권 체납자 등재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체납자 아버지의 호소로 출국금지 해제, 통관 허
용 등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납자는 재기에 성공하고 체납액 1억 원을 전액 납부
(사례2)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단돈 200만 원으로 무역업을 시작하였다가 체납자로 전락한 젊은 체납자를 회생프
로그램을 통해 수입통관을 허용하여 사업 재개
(사례3) 대통령 표창,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모범기업에서 매출감소와 공장화재로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을 체납처분 유예
와 납기연장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해 주고 재기 발판 마련
(사례4) '08.4월 긴급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피, 폴리에틸렌 등 품목의 수
입신고건을 분석하여, 이를 알지 못해 종전 규정대로 높은 관세율로 수입신고한 59개 업체에 대해 3억8천만 원
직권 환급
(사례5) 부
 가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을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잘못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착안하여 수입신고
건을 분석, 맥주맥, 된장 등을 수입한 14개 업체에 4억3천만 원 직권 환급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편의제도’ 책자 발간> 광주본부세관은 2008.9.9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VIP 선포식’을 갖고 그 일환으로 2008.11.11 우리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이 알아두
면 유용한 관세제도를 모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편의제도」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중소 수
출입업체에 배포하였다.
[그림 3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편의제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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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국 각 권역 세관별로 영세·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표 167. 각 지역 세관장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발표정책명

세관명

홍보일자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 시행

광양세관

2008-04-22

창원세관, 영세중소기업 적극 지원

창원세관

2008-05-15

대구본부세관, 중소수출업체에 유리한 관세행정 구현

대구세관

2008-06-12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서울세관

2008-06-23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활성화

천안세관

2008-08-11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발벗고 나서다.

광주세관

2008-11-11

③ 전(全)방위적 지원대책 시행 (2차년도('09년))
그러나 2008.9.15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었고, 환율급등과
외화·원화 자금조달 난항으로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책 중 케어플랜의 효과에 관련기관들이 주목하기 시작하
였고, 2008.10월 중소기업중앙회, 2008.11월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케어플랜의 확대시행 의견이
잇따랐다.
○ 주요 추진 방향
1차 케어플랜 지원정책을 기본으로 유동성 위축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통관단
계, 통관 이후단계, 심사단계까지 이르는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기업 자금부담 완화책을 발굴하여 시
행하였다.

[표 168. 제2차 케어플랜 운영 기본방향]
통관단계

■ 세금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 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조세채무 연장
■ 신용담보한도 확대 : 관세납부없이 통관 가능한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상승분 반영

통관이후

■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 조세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기업에게 관세 환급금 지원
■ 체납처분유예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압류조치 자제 등

심사단계

■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 :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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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KnockIn, Knock-Out)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체납하였더라도 수입물품 압류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하여 사업의 계
속성 보장을 통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적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세조사 대상 선정시
기업의 경영현황을 반영하고, 심사의 중점을 탈루제보 접수업체, 외화 과다지급업체, 사치성 소비재
과다수입업체로 전환하였다.

[표 169.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기준]
♣ 지원대상 선정
① 성실 중소기업으로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업체
- 사업의 계속성이 있는 흑자기업 대상 → 체납발생 최소화
* 성실성 판단기준 :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이력이 없을 것
* 일시적 자금경색 : '07년 당기순이익 (+) 실현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업체
③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 수입자
※ 물가안정화 품목 (52개)

수입관련

LPG·도시가스료·유아용품·밀가루·고추장·콩나물·양파·라면·배추·무·두부·파·
마늘·식용유·쇠고기·돼지고기·멸치·고등어·설탕·휘발유·경유·등유·위생대·바지

기타

사과·스낵과자·달걀·세제·자장면·전철료·시내버스료·학원비·가정학습지·납입금·
샴푸·보육시설이용료·시외버스료·쌀·소주·화장지·상수도료·목욕료·쓰레기봉투료·
공동주택관리비·외래진료비·빵·우유·전기료·이미용료·주거비·이동전화통화료·유선방
송수신료
* 저가신고 개연성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양파, 대두 등) 제외

④ 기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하락 및 수출애로 등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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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및 지원방법 >
① 성실 중소수출입업체
- '07년 납세액의 30% 범위내에서 3개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시행 → 세관장이 3월 범위내 재연장허용 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수입업체
- '08.11월 이후 6개월분 수입량에 대한 관세 등을 6월 납기연장
- 체납이 발생한 업체라도 수입통관은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여 체납세액 납부 유도
③ 물가안정화품목 수입업체
- 가격관리 물품 : '08.11~'09.2월간 수입물량에 대해 3개월 납기연장
- 물가안정화품목 : '07년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 납기연장, 분할납부 시행
④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단, '08.12월 납부분에 한해 적용

○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
관세청장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내외 경제동향과 수출입기업 지원실적
을 점검하는 등 기관장이 경제위기 극복 지원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곧 2차례
('09.5.29, '09.8.31)에 걸친 지원대책 종료기한 연장 등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
티브(포상금 지급 등) 부여 등 성과 보상체계 확립으로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도 유인하였다.

[표 170. 경제상황 점검 활동 및 주요 정책 변화]
추진계획

추진실적
○ 추진계획 수립('08.11.27)
○ 보도자료 배포 및 Briefing('08.11.27)

○ 납기연장 및 분납 범위 확대 시행

○ KIKO 업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08.11.27)
○ 납기연장 허용기준 등 업무처리지침 시달('08.11.28)
○ 납기연장 및 분납을 통한 기업지원대책 종료기간 연장(2회, '09.5.29, '09.8.31)

○ 신용담보 확대 방안 마련

○ 신용담보 확대 시행('09.1월)
○ 경제위기에 따른 관세조사운영대책 수립('09.2.19)
○ 통관적법성 관세조사 운영방안 수립·시행('09.4.10)

○ 관세조사운영 대책수립(2월~4월)

- 수출주력 중소기업 신중한 관세조사
○ 통관적법성 관세조사 기본계획 수립·시행('09.5.25)
- 명백한 탈루·부정무역인 경우만 관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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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청장은 2009.6.4 중소기업중앙회 CEO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
이 편안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세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하여 중소 수출입업체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면서 ‘① 신속통관지원 ② 新수출 성장산업 지원 ③ 수출
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④ 현장애로 신속해소’의 4대 분야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건의한 ‘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해외 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단속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표 171.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
① 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② 해외전시물품 통관 지원

수용(8건)

③ KIKO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④ 비작동 완구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지정 확대
⑤ 중소기업 수출관련 정보 제공
⑥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단속 강화(3건)
① HS세번분류 개선(기재부)

이첩(5건)

② 할당관세대상품목 지정 요청(2건)(기재부)
③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완화(기재부)
④ 원산지표시대상확인대상물품 지정(지경부)

○ 각 지역 세관장의 중소기업 지원 행보 강화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 세관이 주축이 되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
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12개 지역 세관에서 21회에 걸쳐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9.5.15 평택세관장은 LG전자와 손잡고 60여 개 LG전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
급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서포터즈’로서 평택·안성지역 중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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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각 지역 세관장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발표정책명

세관명

홍보일자

중소기업 경제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실시

광주세관

2009-02-18

부산세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부산세관

2009-03-25

대구본부세관, 경영위기,부도위험에 처한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시행

대구세관

2009-03-30

용당세관, '과다납부한 관세 찾아주기' 운동 실천

용당세관

2009-04-13

“양산세관 영세·중소기업지원에 발 벗고 나서”

양산세관

2009-04-20

평택세관·LG전자,‘중소기업 서포터스’로 앞장

평택직할세관

2009-05-14

안산세관,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현황 발표

안산세관

2009-06-02

부산세관, 수출입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위해 관세 납기연장 실시

부산세관

2009-06-05

평택세관,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본격 시행

평택직할세관

2009-06-08

목포세관, 중소기업 수출 총력지원에 나서

목포세관

2009-06-11

관세 등 체납 중소기업 압류처분 유예

서울세관

2009-06-15

인천공항세관,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 실시

인천공항세관

2009-06-28

부산세관, 중소수출입업체 세정지원위해 관세 납기연장 실시

부산세관

2009-09-04

원주세관, 강원지역 중소수출입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원주세관

2009-09-16

허용석 관세청장 중소기업 현장 확인차 양산 방문

양산세관

2009-10-23

광주세관장, 중소수출업체 지원행보 가속

광주세관

2009-10-27

양산세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앞장

양산세관

2009-11-03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청 CARE Plan 활성화 추진

서울세관

2009-11-04

안산세관장,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업체 방문

안산세관

2009-11-12

목포세관장, 중소 조선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서

목포세관

2009-11-19

포항세관 "중소수출입업체 관세행정지원" 앞장

포항세관

2009-11-27

[그림 35. 2009. 9. 16. 강원지역 중소수출입업체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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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속 시행('10년 이후)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체계 필요
2009년말 세계경제 회복 및 수출호조, 자금조달 금리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호전되
고 있으나 남유럽 경제위기 우려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21)는 지속되었다.
기업현장에서도 경기회복 시그날은 있으나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금 납기연장·분할납부
정책의 연장 시행과 납기 연장업체 중 자금경색업체 재연장 조치를 요청하였다.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위기가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
계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10.1, 청와대 비상경제 대책회의시 대통령 말씀>

이에 따라 그 동안 국가적 이슈인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
여 온 납기연장, 체납자 신용회복,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 등 케어플랜의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
하고 최근 무역환경 변화적응에 지체를 보이고 있는 FTA 분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
행하였다.
○ 신규 지원 프로그램 개발
2009년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국민의 납세의식 약화 우려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2009.7
월부터 2009.12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 한 바 있으나, 기존 케어플랜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을 지속 보완하고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늦추지 않았다.

[표 173. 신규지원프로그램]
추진계획

추진실적

○ 가산세 부과면제 기준정립·시달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지침 시행('10.3.26)
- 면제절차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10.6.16)

○ 무담보 지정기준 완화

○ 신용담보를 무담보제도 전환 시행('10.7.1)
- 법규준수도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성실업체 우대
- 무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이용범위 확대

21) 중소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09.11월 기준 90으로 대기업 BSI(96)에 비해 아직 열악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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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및 체납 관리시스템 개편

○ 관세납부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 및 수납률 제고
- 보세건설장 수리물품에 대한 보정신청 및 처리 시스템 구축 ('11.1.3)
- 과오납 환급의 전산화 구축으로 절차 간소화('11.2.1)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가산세 면제 시스템 개발('11.4.11)
- 신고인의 납부서 출력시스템 개선('11.5.2)
- 관세납부전용계좌 납부서비스 제도 확대('11.7.1)
- 징수형태 정정시스템 개선으로 세관절차 간소화('11.9.1)
○ 체납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완료
-불
 복쟁송 등 체납정리유예업체 관리기능 구현, 체납정리 프로세스 통제
강화 등 체납시스템 고도화('11.12.22)

○ 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업체 긴급 지원기능 강화('11.3.15)
2011.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막대한 산업피해가 발생하자 직·간접적인 피
해를 입은 우리나라 수출입업체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및 정상화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대비 납기연장 범위확대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표 174. 일본 대지진 관련 지원 대책]
납기연장 범위확대
· '10년 납세액의 30%
(기존) → 50%(확대)

관세특별 환급 지원
· 선지급·후심사 원칙
· 수출이행기간 이후건 환급 허용

기업심사 유예
·對
 일본 수출입 高비중 기업 및 일본 모기
업 외투업체

○ 글로벌 경제악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11.7월)
2011.7월말 유럽 구제금융안 및 美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 불안 확산과 함께 기업
경기 실사지수(BIS) 지속 하락 등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표 175.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경기지표 변화 및 대응책]
기업경기 실사지수(BIS)

유로존 재정위기 및 美 경제둔화 우려(7월말)
140

대기업

중소기업

115

KOSPI 급락, 환율 약세 지속 등 국내경기 악화 (8월)

90
65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 운영 / 홍보 강화

4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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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지역 세관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및 언론홍보 실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활동으로 월 평균 자금지원 혜택 실적이 49.5억 원으로 7월에 비해 115% 급증하였다.

⑤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 적극 지원
전청 차원의 전방위 기업지원 활동에 힘입어 2008.4.1부터 2012.9월 현재까지 1,279개 기업에
5조 4,191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표 176. 연도별 납기연장(분납) 지원 금액]
(단위 : 억 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합계

업체수

292

451

183

197

156

1,279

납기연장·분납 금액

27,887

23,781

1,6 49

610

26 4

54,191

(2) 중소업체에 대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① 추진 배경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쟁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아 수출을 하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
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영세중소기업에게 당연히 누려야 할 관세환급신청 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자
금난 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적으
로 전개하였다.

② 추진 방안
조세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기업에게 관세환급금 지원을 위해 세관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수입신
고건을 분석하여 과다납부세금을 발굴하고, 업체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조치를 실시하였다. 특
히, Customs Mentor와 연계하여 자금경색 등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과다납부세금 환급건을 적
극 발굴하였다.

③ 추진 실적
○ 직권환급 확대
심사·심판청구 결정사례, 법원판례를 분석하여 과다납부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거래형태를 발굴
하고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제척기간 범위 내(최대 5년)에서 납부세액 환급을 실시하였다. 일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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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2008.4월 직권환급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직권환급 기준 (감액경정 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심사청구 인용 건과 동일 사안
○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인용 또는 법원에서 패소한 건과 동일사안으로 세관장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명백한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오류를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CRM, 언론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각 세
관별로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각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한 ‘1週1社, 납세·환급
119센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기업 방문1:1맞춤형컨설팅·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59개 업체에 대해 164억 원을 직권환급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7. 과다납부 세금 직권환급 실적]
(단위 : 건수, 억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건수

40

138

316

1,165

1,659

환급액

10

44

69

41

16 4

[그림 36. 2011. 7. 19. 경남지역 중소기업체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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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은 수출하고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시 최근 2년 간 환급신청 여부를 자동조회 한 후, 이메일 등
을 통해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 실시간으로 미환급 관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
스템이다.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에 의한 미환급금 지급실적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560억
원으로 업체수로는 20,129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78.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에 의한 미환급금 지급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미환급통보

미환급금액

환급업체수

환급금액

실수익업체

업체수(A)

(B)

(C)

(D)

비율(%,C/A)

'08년

55,798

406

4,271

702

7.7

'09년

58,211

327

5,886

998

10.2

'10년

61,583

394

5,262

943

8.5

'11년

57,417

379

4,710

917

8.2

계

233,009

1,506

20,129

3,560

8.6

○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 및 고시횟수 확대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
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
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왔다.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에서는 신청
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
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였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
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소기업의 신청이 없이도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등과 함께 중소기업
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2008.12.30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고시를 통해 기존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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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였던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을 3,869개로 확대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신규 품목을 수시로 발
굴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고시횟수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2012년 현재 시행초기 보다 384개 품목이 늘어난 4,119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정액환급 실적도 2007년 1,463억 원(98,024건)에서 2011년 2,462억 원
(114,967건)으로 금액대비 68%(건수 대비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9. 간이정액환급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98,024

105,835

102,867

108,131

114,967

금액

1,463

1,892

2,010

2,199

2,462

(3) 체납업체에 대한「기업회생프로그램」시행
① 추진 배경
체납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상생의 관세행정
을 추진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뉴 스타트(New Start) 200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4.1 ‘기
업회생프로그램’ 을 마련·시행하였다. 관세의 경우 최장 5년간의 수입신고 오류 건 전체에 대하여 일
괄 사후추징함에 따라 고액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출입국제한, 수입통관제한 등 각종 행정제제가 뒤따라 정상적인 사업활동
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영세업자의 경우 재기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② 추진 실적
‘기업회생프로그램’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등록 유보(또는 철회)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고 출입국제한이나 수
입물품 압류처분도 유예토록 하여 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개인회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납세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회생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인 노력을 보이는 체납
자를 적극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2008.4.1부터 시행된 케어플랜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운영하였다.
○ 수입통관 허용
2008년 276회에 걸쳐 200억 원의 수입통관을 허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까지 1,415회에
걸쳐 1,848억 원의 수입통관 허용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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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0. 수입통관 허용실적]
(단위 : 회,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인원

276

295

553

291

1,415

허용금액

200

473

728

4 47

1,8 48

○ 신용정보 해제
2008년 57명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까지 184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44조와 국세징수
법 제7조의 2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체납자명단에서 해제되어 신용을 회복시킴으로서 사
업 재기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표 181. 신용정보 해제 실적]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인원

57

39

35

53

18 4

○ 체납액 징수
기업회생프로그램은 곧 개인회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납세능력 제고로도 이어져 2008년 체납자
437명으로부터 37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체납자 2,484명으로부터 193
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이루어 냈다.

[표 182. 체납액 징수실적]
(단위 : 명,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인원

437

490

징수금액

37.4

44

788

769

2,48 4

50

61.2

192.6

(4) 중소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지원
① 대미 수출기업 1:1 컨설팅
○ 한미 FTA 발효전 기업지원 준비('11.11월)
한-미 FTA 발효 時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對美 수출업체 중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6,548
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산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6,548개)을 관할 본부·직할세관별로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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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세관별 지원 가용인력을 산출하여, 세관별로 실정에 맞게 업체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였다.

[표 183. 우선지원 대상기업(6,548개) 산정]
○ 최근 1년간 (`10.11~`11.10) 對美 수출업체 : 16,972개
○ 우선지원대상 제외업체 : 10,424개
- 휴·폐업 업체 : 2 88개 / 비혜택 업체 : 4,129개 / 대기업 : 56 4개
旣인증기업 : 1,808개 / 혜택품목의 수출금액이 1만불미만 업체* : 3,635개
* 제한된 시간·인력으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금액이 미미한 업체(연간 약 1천만 원)는 우선지원 대상
에서 제외

[표 184. 세관별 대상업체 및 가용인력]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합계

대상업체

3,588

740

1,332

567

18 4

137

6,548

가용인력

97

68

66

74

18

7

330

1인당 지원업체

37

11

20

8

10

20

20

컨설팅 수행직원의 FTA 역량 배양을 위해 FTA 일반, 한-미 FTA 주요 내용 등에 대한 한-미
FTA 집행지침과 세관직원 행동지침, 집체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컨설팅·설명회 時 수출기업들에게
배포할 리플릿, FTA 활용매뉴얼 등 홍보·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컨설팅 사전준비를 완료하였다.

○ 1:1 방문컨설팅을 위한 세관직원 내부교육 실시 (11월말)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각 본부세관별로 컨설팅 수행직원들을 대상
으로 배포된 자료들을 토대로 1차 OJT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을 받은 컨설팅 수행직원 330명
에 대해 2차로 연수원에서 1주일 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차 세관 직접 컨설팅('11.12월~'12.2월)
전체 對美 수출기업(16,684개)을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CRM 홍보, 리플릿 배포 등 한-미 FTA
활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우선지원 기업(6,548개)을 대상으로 세관별로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설명회 및 2인1조
방문 컨설팅 전국세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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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5. 對美 수출기업 지원 Process]

대기업

(2,372개 업체)

인증업체
對美
수출업체

중소기업

CRM을 통해
활용정보 발송

기업간담회
집체교육

원산지 관리능력 보유

1:1 활용
컨설팅

우선지원 대상
(6,548개 업체)

영세기업

FTA 혜택 미미

기타*

정보제공

(7,764개 업체)

업체별
Contact Point 구축

전문컨설팅 애로사항 전문

* 최근 1년간 對美 수출 금액 1만 분 미만 업체 및 비혜택 업체

기업의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1.12월에서 2012.2월까지 진행된
전청단위의 총력적인 기업컨설팅 결과 6,548개 기업중 4,053개 기업 대한 직접 방문컨설팅이 실시
되었다.

[표 186. 제 1차 세관방문컨설팅 결과]
대상업체

방문

전화

이메일

기타

페업,연락두절

6,548

4,053

1,218

412

261

604

○ 제2차 세관직접 컨설팅의 추진
4월초 한-미 FTA발효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前 실시한 對美수출업체의(6,548개) 컨설팅
분석결과 발효 後에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 컨설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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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7.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 업체별 컨설팅 효과분석 절차 및 세부내용

순서

확인내용

처리절차 및 내용

① 업체 소재 여부

○관내에 업체가 존재하고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

<NO> : 컨설팅 명단에서 제외 (폐업/두절)
<YES>: ②번 항목으로 진행
* 1차 컨설팅에서 파악되었으면 생략가능

② 한미F TA
활용의사

○한미F TA를 활용의사가
있고 꼭 필요하다.

<NO> : 컨설팅 명단에서 제외 (혜택없음)
<YES>: 직접컨설팅③, 간접컨설팅④로 이동
* 1차 컨설팅에서 파악되었으면 생략가능

③ 직접컨설팅
실시업체
* 세관방문
* 업체방문
* 교육현장 컨설팅

○컨설팅 내용을 숙지하고
현재 한미F TA를 활용한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서
발행가능)

<NO> : 재컨설팅 명단으로 이동
우선적으로 세관직접 컨설팅 실시
<YES>: 성공사례/비즈니스모델 개발 활용
※ 확인사항 : ①예산지원 무료컨설팅 신청여부
②책자, 매뉴얼 등 필요한 사항 확인

④ 간접컨설팅
실시업체
* 우편 송부
* 전화컨설팅
* 이메일컨설팅
* 팩스송부

○컨설팅 내용을 숙지하고
현재 한미F TA를 활용한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서
발행가능)

<NO> : 재컨설팅 명단으로 이동
우선적으로 세관직접 컨설팅 실시
<YES>: 성공사례/비즈니스모델 개발 활용
※ 확인사항 : ①예산지원 무료컨설팅 신청여부
②책자, 매뉴얼 등 필요한 사항 확인

◇ 추가 컨설팅 대상 업체 선정
○ 기 실시한 컨설팅 업체중 再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를 파악하여 컨설팅 대상업체 명단에 추가
○ 한-미F TA 발효 이후 수출업체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이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를 세관으로 송부하여
우선 컨설팅 실시
* 국제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효후(4.6일한) 대미 수출기업(4,424개)를 전화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중 419업체가 세관
의 컨설팅을 신청

4월부터 전국세관에서 다시 진행된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컨설팅 결과 우선지원 6,548개 기
업 중 1,012개 업체가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였고, 관세청과 세관의 추가적인 희망기업 발
굴을 통해서 총 1,869개 기업에 대하여 6월 현재 1,501개 기업에 대해 방문컨설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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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8. 대미 수출기업 대상 제2차 세관방문 컨설팅 현황(6월초 현황)]
세관
서울

1차컨설팅

본청

세관

지원

방문

전화

발굴

대상

컨설팅

메일

110

905

대상

희망

발굴

3,526

527

268

752

(83%)

31

부산

739

174

108

43

325

167

(51%)

4

인천

1,389

194

91

119

404

358

(89%)

0

대구

570

56

25

35

116

116

(100%)

7

광주

18 4

28

17

9

54

51

(94%)

0

평택

140

33

12

20

65

57

(88%)

0

합계

6,548

1,012

521

336

1,869

1,501

(80%)

42

② 협정관세 찾아주기 운동
○ 추진배경
2009.1.26 FTA관세특례법이 개정되어 협정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요건이 폐지되고 그에 따른
소급적용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통관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사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업체 및 관세사 부주의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사후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수입자의 개정의견을 반영하고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 위하여 사후신청 의사표시 요건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종전 의사표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의 구제를 위해 개정 조항의 적용
을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인 2006.3.2 수입신고 수리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일('09.1.26)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환급가능 대상 및 현황
환급이 가능한 대상건은 우선 2006.3.2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① 수입신고 당시 사후적용 의
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 ② 사후적용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경정청구기
간 안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않은 물품, ③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정·수정·경정되어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으로 구분하였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보정·수
정·경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환급가능 수입 현황 및 환급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신고 대상으로 추출한 결과 31만 건에
3,400억 원 정도였으나, 특혜적용 비율을 감안하면 환급 예상액은 싱가포르(6억 원), EFTA(646
억 원), 아세안(416억 원)으로 총 1,068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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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세관별로 업체별 환급가능
수입건수를 분석하고 배포하였고 본청과 일선세관 별로 신속·정확한 환급을 위해 본청「중소기업
FTA환급 지원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등 경제단체와 한국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하였다.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2009.1.26부터 2010.1월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추진되었다. 동 기간
동안 실제 610여 개 업체가 3,038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해 115억 원의 환급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
났다. 당초 예상액보다 금액대비 10%로 저조한 이유는 수입신고일을 종전 신고한 것을 일률적으로 수
입신고 시기를 2009.1월로 연장해주었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소급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인 관계로 많은 업체들이 시기를 놓쳐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FTA 성공사례 발굴·확산
무역 2조 달러 달성 이라는 정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출능
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국무총리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청 역할론에 부응하고자 대정부 차원
에서 기획재정부 및 전경련 등 범정부·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수출기업 FTA 활용경진대회」 를 주관
하여 FTA주무부처로 국민에 각인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對기업 측면에서는 FTA 활용붐 조성과
FTA 실제 성공사례를 전수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반인의 FTA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등 필요성이 있었다.
2011년도의 경우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원)생 참여로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 및 FTA친숙도를
제고하였고, 형식측면에서도 성공사례 발표(PT)외에 가상사례·역할극·UCC 등 참신한 형식을 신
규도입하고 발표내용도 한-미 FTA대비 정부 FTA통관·지원정책 및 민간대응전략을 추가하였으며
종전 공동주관기관인 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의 참여가 무산되어 기획재정부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신
규참여하는 등 종전 경진대회와 차별화된 「FTA활용 경진대회」를 기안(10.7)하였다.
경진대회 준비단계에서는 행사 공동주관기관 준비회의(10.14), 대학(원)생 작품공고(10.18) 등
을 순차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하였고, 인천·청주지역 사전 자체 FTA활용 경진대회 개최로 분위기
를 조성(11.21)하였으며, 본선진출작 서면심사결과 총 제출작 33편 중 본선경쟁작 10편, 입선 5편
을 선정하였고, 대학생공모작 심사를 통하여 총 32편(13개대학) 중 특별상 3편, 노력상 2편을 사전
선정하였다. 당초 12.5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경진대회일이 갑작스런 11.29 한-미 FTA국내절차완
료 등 대내외환경으로 12월19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준비인력부족 등 어려움 또는 난관이 있었으
나 오히려 충실한 준비시간 확보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진대회일이 다가옴에 따라 최종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11.29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직원용 행동
지침을 12.16에 마련하여 경진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행사전일 및 당일 오전에 발표무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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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배치 및 VIP 안내 동선 등 사전리허설을 통해 완벽한 대회준비를 완료하였다.
12.19 행사 시 차별화된 발표무대, 발표환경, 3단계 구성(토론, 우수작 경진, 대학생 발표)으로
경진대회 내내 청중들의 관심을 지속하여 500여 명이 성황리에 참석하였고 관세청장도 전일정에 참
여하였다. 또한 행사당일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사종료 후 시기에 맞게 언론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물론 오후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이 전해져 고조된 열기가 일시 가라앉고 일부 심사위원이
급한 업무로 교체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공개최를 이루어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고 우수작품과 참신한 대학생 발표작을 선정하여 FTA활용 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
였다.
경진대회 종료 후에도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를 전개하여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
의 場’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세정신문 등 언론사에 9회 게재되었고, 실제 FTA무역실무에 활용토록
‘FTA포탈’ 에 수상작들을 등재(12.21)하고 FTA 비즈니스모델로 개발을 제시(컨설팅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정·재계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와 전경련이 참여하는 정부주최 최대 ‘FTA활용 경
진대회’가 되었으며, 국민의 한-미 FTA에 대한 이해도 제고, FTA 선도기업의 실제 성공사례를 발
굴·전파하여 ‘FTA 활용 붐’을 촉진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세정신문 등에 9회 보도되었으
며, 2012년도 FTA비즈니스모델 개발에 활용되었다.
2011년도 이전('07~'10년) 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추진내역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89. 2011년도 이전 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추진내역]
구분
대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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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F TA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F TA 활용 전략·사례 발표대회

개최일자

'07.12.7(금)

'08. 12. 1(금)

공동주관

무역협회, 관세사회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관세사회

출품작수

15편

16편

주요특징

○ F TA비즈니스 모델 위주
- 지역별 특화된 모델 발표

○ F TA활용 전략, 성공사례 (실제사례는 5편 이내)

행사예산

○ 관세사회, 무역협회 지원
- 관세청(2천만 원),무역협회(3천만 원) 관세사회
(2천만 원)공동 분담

○ 약 4천만 원 (관세청 예산)
* 공동주관 기관 4,000만 원 지원

포상금

○ 12편, 2,700만 원
- 최우수3편 : 500만 원, 우수3편 : 200만원,
장려3편 : 100만 원, 특별3편 : 100만원
* 공동지원금으로 활용

○ 16편, 3,550만 원
-최
 우수5편 : 400만 원, 우수5편 : 200만 원,
장려5편 : 100만 원, 특별1편 : 50만 원

참석자

약 500명

약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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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이 댄스 그룹 공연
○ 전자 현악 4중주 아리아스

○ 전자 현악 4중주 아리아스 (공연 축소)

○ 태진아, 견미리

○ 태진아, 견미리

○ 박신윤 Y TN News 앵커

○ 박신윤 Y TN News 앵커

심사위원

○ 정인교(위원장)

○ 정인교(위원장)외 4명

기타사항

○ F TA활용박람회 전시물 이용

○ 별도 홍보영상물 제작

이벤트(공연)
홍보대사
사회

구분
대회명

2009년

2010년

F TA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

F 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개최일자

'09. 11. 23(월)

'10. 12. 14(화)

공동주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관세사회, 원산지정보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관세사회, 원산지정보원

출품작수

18편(13편만 발표, 5편은 시상만)

15편(10편만 발표, 5편은 시상만)

주요특징

○ F TA비즈니스 성공사례

○ 성공사례/ 인증·PASS

○ 약 3천만 원 (관세청 예산)

○ 약 4천만 원 (관세청 예산)

행사예산

포상금

참석자

* 공동주관 기관 5,000만 원 지원

* 공동주관 기관 4,000만 원 지원

○ 16편, 3,550만 원

○ 15편, 2,450만 원

- 최우수1편 : 500만 원, 우수5편 : 200만 원,

-최
 우수2편 : 500만 원, 우수4편 : 200만 원,

장려7편 : 100만 원, 특별5편 : 50만 원

장려4편 : 100만 원, 특별5편 : 50만 원

* 공동주관 기관별 1,000만 원 지원

* 공동주관 기관별 1,000만 원 지원

약 500명

약 500명

○ 전자 현악 4중주 아리아스

○ 전자 현악 4중주 아리아스

홍보대사

○ 태진아,견미리, 성진우

○ 없음

사회

○ TJB 김진희 아나운서

○ 박신윤 Y TN News 앵커

○ 정인교(위원장)

○ 강인수(위원장)외 4명

이벤트(공연)

심사위원

2012년도에도 FTA 선도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하여 FTA 활용붐 조성 및 긍정적 인
식을 확산하고, 젊은층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FTA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7.24 코엑스에서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 공동주관으로「2012년도 FTA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되었고, 유관기관인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주요 행사내용은 중소기업에게는 FTA 활용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행사, 대학생에게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FTA 효과 체감 사례 발표행사를 갖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 입구에 부
스를 마련하여 기업의 FTA활용 성공 스토리,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기업의 주요 FTA 애로
해결사례를 전파하여 내실 있고 유익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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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0.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 : '12.07.24 (화) 13:00~18:30,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
- 주관·참석대상 :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 공동 주관, 약 500명
* 유관 기관(상의, 무역협회, 관세사회, 정보원, 중진공) 등은 후원기관으로 참여
- 주요내용
· (중소기업) F TA 활용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
* 본부세관·지방 중기청 공동 출품작 중, 공동심사로 본선 진출 15편 선정 예정
· (대학(원)생) F 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F TA 효과 체감 사례
· (성공사례 전시·홍보) 행사장 입구에 부스를 마련하여 기업의 F TA활용 성공 스토리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 (F TA 활용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주요 F TA 애로 해결사례 전파

④ 조장적 FTA 원산지 검증 행정 시행
○ 추진배경
원산지 검증은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원산지검
증은 FTA 이행의 핵심 수단인 바, FTA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부당하게 특혜관
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역내교역을 촉진하고, 무역확대를 증진하여 최종적으로 체약국의
후생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검증 행정은 두가지 경로(Tool)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한다. 즉, 거래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산지조사를 통해 잘못된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과 직접조사를 통
한 제재 이전에 거래 당자자 스스로 자발적 법규준수를 하도록 유도(조장행정)하는 방법으로 역내교
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표 191. 원산지 검증 행정의 두가지 경로]

원산지
검증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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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수출입물품 검증)

추징, 벌금부과

기업에 대한
계도·정보제공

원산지기준
자발적 준수

역내교역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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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산지 검증행정의 주요 Tool은 FTA 정착정도에 따라 상이하다. 즉, FTA 발효초기에는
FTA 조기정착(활용도 제고)이 최우선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조장적 검증행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 EU와 같이 FTA 이행경험이 많은 국가들은 원산지조사를 통한 세액탈루 차단, 자국산업 보호
등이 중요시된다.
우리나라는 이행경험이 8년에 불과한 적응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속위주의 원산지검증 행정 보다
는 기업들에게 FTA정보제공과 행정계도 등을 통한 법규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조장적 원산지
검증행정이 FTA 조기정착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

[표 192. FTA 정착 정도에 따른 원산지 검증 행정]

정착단계
(미국, EU 등)

적응단계
(우리나라)

√EU 이행경험(55년) : ECC(1957)
√원산지조사를 통한 세액탈루 방지,
자국산업 보호 등이 중요시
√이행경험(8년) : 한-칠레 FTA(2004)
√FTA 활용도제고가 최우선 정책목표

○ 정책 수립 과정
최우선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협정에서 정한 특혜 요건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손쉽게 이해
하고 확인할 수 있는 Tool이 필요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우려되는 상
황에서 원산지검증의 부담까지 기업에 지운다면 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지출을 사
유로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 권익보호 및 FTA 통상분쟁 방지 등을 위해 ‘先계도 後검증 원칙’을 도입하고, 이
를 실행하기 위해 2012.5월에 원산지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데 이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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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원산지 자율점검제도는 원산지 검증 착수 전에 수입자에게 먼저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세관에서 원산지 직접 검증 30일 전에 자율점검표를 송부하고, 기업 스스로 원산지 적정성을 점검한
후 보정·수정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간내에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불성실 하게 제출한 때에는 원산지 직접 검증에
착수하게 된다.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협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자율점검표’ 개발에 착수 했다.
기존 원산지검증 관련 자료제출 요청서와 미국 NAFTA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보내는 질문서
의 내용을 토대로 업체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예, 아니오 여부에 대한 표기만으로
도 업체 스스로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화 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업체개황,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원산지결정 기준 점검, 한-미 FTA 해
당사항, 서명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자율점검 후 FTA 특혜관세를 잘 못 적용한 경우에는 보
정신고,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를 기재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FTA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아울러, 자율점검제도가 세관 내부에서 실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평가기준
(BSC)을 개선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수정신고·사후보정 신고세액도 원산지 검증에 의한 추징세액
실적으로 인정하였다.

[표 193. 성과평가기준 개선]
현 행
수입자
검증

검증결과
통지

☞ 위반사항 발견시 수년치를 소급추징
→ FTA 활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304

개 선
이의
제기

자율
점검

수입자
검증

검증
결과

☞ 서면자료 제출, 현지조사 수감없이 검증종료가 가능
→ 업체 부담 경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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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1)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경제여건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통관시 무담보 대상 확대 등
을 통하여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도산위기 극복 지원, 수출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 2011.5월 현재까지 수출입기업에 1조 343억 원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났
으며 그 분야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중소수출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 피해업체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를 허용하여 1,217개 기업에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및 3,913억 원( ‘납기연장금액(5조 4,085억 원)
×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 3(연장기간)/12개월’ 로 환산) 지원

② 수출을 하고도 환급제도를 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
주기 운동을 통해 4,206억 원을 지원하고 민·관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 특히 직권환급은 불복신
청 기회를 잃은 업체에게 혜택과 희망을 부여

③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의 신용불량 해제와 무역활동 보장으로 개
인회생과 납세능력 향상 및 국고증대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자발적 신청에 의한 회생을 허용함
으로써 신용불량해제 및 수출입물품 통관허용 등으로 2,204억 원 지원

④ 2008년, 2009년 경기회복시까지 관세조사 유보(전년대비 관세조사감소업체수 × 관세조사
협력비용)를 통해 19.7억 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총 1조 343억 원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

(2)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출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FTA 특혜세율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별로 FTA 수익모델(원재료구입-제
조-수출) 개발 제공하고, 수출입업체가 자사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원산지기준·관세절감
액 등 정보조회가 가능한 FTA 사전안내시스템 개발,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민간차원
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을 통한 수출기업 비용절감 및 원
산지증명서의 대외 신인도 제고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원산지검증 착수 전 자율점검표 배부와 자발적인 납세안내 행정을 통해 기업들은 FTA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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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적정성을 자율 점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 적용절차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FTA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보정·수정신고
하여 누락세금 약 10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였다.
이는 2012년 상반기 원산지검증을 통해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 전체 금액 75억 원의 약 13%에 해
당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 오류수정과 누락 세금 납부로 FTA 법규준수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관세
당국은 불복·소송에 대한 행정력 대응을 FTA 활용증진을 위한 기업지원으로 전환하는 행정력 대체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었다.

(3) 국제사회의 평가
2009.12.7부터 9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린 ‘제62차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기업지원 대책인 케어플랜 실적이 소개되었고, 이와 함께
동 제도가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경기 부양책’ 으로 호평받았음이
언급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선진관세행정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4) 언론 등의 반응
○ 케어플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은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
되어 2008.8.28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감사원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의 제도화 및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
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관세환급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급 사후자동정산제도 도입 등 관세환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다.

○ 국내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08~'09년)에 열린 정부 위기관리대책위원회('09.3.30)에
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청의 지원대책이 시의적절’, 지식경제부장관은 ‘FTA 해설서를 발간
하여 수출업계를 지원한 것에 대하여 감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업무에 대한 관세청의 노
력이 각국과의 FTA협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언론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대책에 주목하여 주간 동아
('09.4.21)에서 < ‘CARE 플랜’은 중소기업 수호천사, 관세청 환급금 돌려주기·체납자 신용
회복 큰 호응> 등의 제목으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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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4. 케어플랜 관련]
<주요언론보도 내용>
○ ('08.11.25~12.22.) 서울경제,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 관세청도 경제위기 극복 동참, 환율·키코 피해 중소기업 관세납기 연장, 자금난 중소수출입기업 지원 등
○ ('08.12.28 ~29.) 연합뉴스,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등
- 중소기업지원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 확대
○ ('09.1.8~2.6.)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 관세행정 관련 경제상황점검단 구성, 경제위기 상황 실시간 점검·대응체제 마련
○ ('09.1.29.) mbn 매일경제TV
-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F TA협정관세 찾아주기 운동 전개
○ ('09.3.12~4.8.)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세일보 등
-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전국세관장회의, 관세청 수출기업 총력지원, 본부세관장 수출지원 중심 성과계약 등
○ ('09.3.25~3.30.) 연합뉴스,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 관세환급금으로 유망중소기업 기사회생, 위기의 영세중기 살리는 세관 덕분에 부도위기 모면 등
○ ('09.3.30.)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조세일보, 세정신문 등
- 관세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시행(약 8,600억원 경제지원효과 발생)
○ ('09.4.21.) 주간동아
- CARE 플랜‘은 중소기업 수호천사, 관세청 환급금 돌려주기·체납자 신용회복 큰 호응
○ ('09.6.1~6.3, 9.1~9.3.) 연합뉴스, 매일경제, 국민일보 등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 납기연장 및 분납 지원책 연장

5. 향후과제
관세청의 성실·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지원 정책인 케어플랜은 2008.4월 처음 도입된 이래
계속 현장의 고객중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도 케어플랜은 성실·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 수립·집행·사후확인 등 각 단계별로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객만족 중심의 케어플랜으로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AEO·FTA 확산 등 최근 무역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상 지
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스 등에서 비롯한 유럽발 경제위기가 지속되어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이 지속될 경우,
이외에도 새로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발굴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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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구현
1. 통관적법성 심사 및 고질적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 심사 강화
(1) 추진배경
① 통관적법성 심사 체계로 전환
그동안 관세청의 기업심사 활동 및 평가체계가 세액추징 관점에서 설계되어 수입물품의 법규위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통관요건 등 불법 수입먹거리, 가짜상
품 단속 등 법규위반을 포함한 통관적법성 심사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임영호 의원) 중국산 멜라민 함유물질 검출은 관세청이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임’
‘(정양석 의원) 수입 공산품의 허위 표기 문제가 심각함 ’
‘(진수희 의원) 중국산 완구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관세청의 조치가 필요’
<'08.10.13, 관세청 국정감사>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09.3월, 뉴시스 보도자료>

② 고질적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 강화
WTO 양허세율 미추천 농산물은 관세율이 360% ~ 607.5%임에도 고관세율을 회피하고자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등 관세청의 과세권을 무력화하고 국내 농업 기
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2010년말 해외 농산물 주요산지 방문·조사 결과, 농산물 수입신고 가격이 산지 출하가격에도 미
치지 못하고, 수입자들이 주장하는 저가사유 등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여 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
신고 농수산물 탈세차단 추진방안」 을 마련하고, 2011.6.1 선적분부터 그간 성실 신고하지 않은 농
산물 6대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통관적법성 심사 도입
1996.7.1 수입면허제에서 신고수리제로 전환되어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범위가 각종 무역관
련 법규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를 사후에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조사반 편성 운영(8개분야), 외환검사
등 심사분야를 확대하였으나, 제도 정착에 실패하고 2~3년 운영 후 다시 세액심사 위주로 회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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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가신고 농산물 근절을 위한 세액심사 제도 변천
2000.11월 저가신고 비율이 높은 대두·녹두 등 7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였고, 2005.9월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심사 강화지침 시행》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2007년 농수산물 등 162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을 표준화하였다.
2007.8월부터 《농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고 저가신고 혐의가 높은
22개 농산물에 대해 사전세액심사물품 지정하여 운영중으로 이중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신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통관적법성 심사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 환경 변화로 심사 기능중 관세 추징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정 보호 측면으로 강화되고 있어 2009년 초 워크샵 및 회의개최 등 내외부 의견 청취를 통해
통관적법성 심사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② 고질적 저가신고 농산물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2011년 하반기에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개청 최초로 저가신
고 농산물 혐의 업체 명단 교류 및 공동조사 등 관세청·국세청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품질 검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입농산물 품질
검정을 통해 수입업자의 저품질로 인한 저가신고 사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4) 추진내용
①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를 위한 노력
지방 본부세관별로 운영하던 심사 대상업체 선정을 본청이 주관하도록 일제 기획심사 제도를 도입
하고 취지를 살려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통관요건 등 위반물품 위주로 심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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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5. 통관적법성 중 세액 추징 실적]
(단위 : 개, 억 원)

'09

구분

'10

'11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과세가격누락

212

376

243

2,8 4 4

138

3,018

세율적용착오

65

50

22

10

35

51

감면착오

8

1,256

2

1

5

124

과다환급

7

109

7

116

15

307

기타

88

146

49

39

11

14

소계

380

1,937

323

3,010

204

3,514

[표 196. 통관적법성 중 법규 위반 업체 적발 실적]
(단위 : 개)

전년동기

구분

'09

'10

'11

관세법

6

16

12

75

관세환급특례법

-

-

-

-

대비(%)

외국환거래법

37

36

28

78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위반등)

17

17

12

7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

23

7

3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

-

-

-

화장품법

-

14

-

-

야생동식물보호법

5

-

-

-

식품위생법

8

1

-

-

의료기기법

2

8

-

-

기타 법규*

9

4

5

125

소계

121

119

64

54

[표 197. 통관적법성조치 유형별 실적]
(단위 : 개, 억 원)

조치유형

'10년

'11년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업체수

적발금액

업체수

적발금액

업체수

적발금액

업체수

적발금액

16

24

15

40.67

31

3,243

207

7,974

과징금부과

17

258

9

5.85

9

23

100

393

통고 처분

24

154

7

3.56

6

15,961

86

4 48,3 43

고발 의뢰

43

46,376

32

4 4 4.69

8

106

25

24

기관 통보

21

4,8 49

42

1,161.31

13

1,732

31

149

소계

121

51,661

93

1,656.08

67

21,065

72

1,272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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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적법성 매뉴얼('09년)〉,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우수사례집('09년~'11년)〉, 〈위험지표핸드
북('10년)〉, 〈기업심사 입증자료 확보 능력 강화를 위한 쟁송 사례 분석집('11년)〉, 〈업종별 통관적법
성 체크리스트('11년)〉, 〈기획심사 및 정보분석 표준 가이드라인〉등 발간으로 심사직원들의 통관적법
성 기획심사 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정보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하였다.

② 고질적 농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세액 심사 강화 대책 ’ 추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가신고 농수산물 탈세차단 추진방안」 을 마련하고, 그간 성실 신고하
지 않은 6대 품목(콩나물용 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
('11.6.1~현재)하여 수입업체의 갖은 민원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가신고 수입신고건에 대해서
전부 추징해 나가고 있다.
2011년 말 수입업체가 심판청구한 바, 조세심판원 방문 설명 및 처분청에 유리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 22) 수신('12.3.21)하는 등 불복에 적극 대응한 결과 세관에 유리한 심판결정을 받아 저가신고 세
액심사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책 시행 결과 고질적 저가신고 6대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집중 심사로 15개 업체에 대해 총 110
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5) 주요성과
① 통관적법성 심사 전환을 통해 국가무역 경제 질서 파수꾼 역할 수행
2008년 이전까지는 세액 분야에 초첨을 맞추었으나, 2009년 통관적법성 심사 전환 이후에는 외
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통관요건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기능에 역량을 더 투입하여 국가무
역 경제질서를 지키는 종합단속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②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를 통한 성과 달성
저가신고 농산물(6대품목)의 수입량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70%~ 95% 감소하는 등 경쟁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농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질적 저가신고에 대한 추징(약 110억 원)으로 직접적인 국가 재정을 확보하였고 더불어 저
가신고 농산물의 수입이 감소되어 수백억 원 상당의 관세탈세 예방 효과가 있었다.

(6) 향후과제
① 통관적법성 심사 분야 확대
22) 저가신고 물품 가격 재산정시 의심되는 동종업계의 유사물품 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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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심사권한에 더하여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수출입물품의 명실상부한 종합단속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②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 심사 강화 지속 추진
FTA 체결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TRQ(관세할당물량) 외에는 고세율이
유지되므로 동 농산물에 대한 저가신고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국내 출장을 통한 농산물 가격 정보 파악, 관세평가관련 관세법 제도 정비 등으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고도화
(1) 개요
① 올바른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강화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지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 생산자·소비자들이 물품의 품질과 가치를
표현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동남아 등 신흥 공업국가에서 생산되면서도
브랜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턱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원산지의 정확
한 표시 및 확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원산지표시단속 권한의 재위탁
관세청은 국경의 최일선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물품에 대한 감
시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 대외무역법령 개정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권한을 확보하였다.

③ 효율적 원산지표시단속을 위한 인력 부족의 한계 극복
현재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직원은 전국적으로 전담직원 13명, 타업
무를 겸하고 있는 직원 36명으로 모두 49명이다.
그런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HS 4단위 기준 전체 1,224개 중 664개로 전체 품목의 54%에 달
하며, 수입물품 중 건수 기준으로 90%, 금액 기준으로 4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15만개 가량으로 유통업체까지 고려할 때 단속 대
상 업체는 50만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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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원산지 위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산지 표시 단속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단속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단속 강화 필요
<'11.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시 최경화 위원 지적사항>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권한 확보
관세청은 1997.2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권
한을 위탁받았으나, 실제적으로 단속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
며, 이에 따라 2001.3월 세관장에게 위탁된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의 위탁
을 철회하였다.
그 이후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유일한 정부기관이며, 세적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오랜 시간 동안 통관적법성·관세 조사 등으로 축적한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단속의 가장 적절한 정부기관이라는 인식에 따라 2007.4월 다시 단속권한을 위탁받게
되었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부정유통 농축산물에 대한 민간 감시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농축산물의 원산지·GMO 표시 관련 합동단속·조사 및 감시·신고, 양곡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
항 감시·신고,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 및 안전성 조사, 시료 채취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소비자,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단속품목 선정
단속기관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물품
을 직접 생산하며 업계 동향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실효
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35개 생산자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및 워크숍,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단속 우선 품목, 단속 테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② 유관기관과 협력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은 관세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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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도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단속범위가 겹치기도 하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관세청에서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교육, 단속사
례 전파 등 단속 선도기관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4) 추진내용
① 중점단속품목 및 테마단속 운영
2007년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확보한 후 관세청은 위반 빈도, 위반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3개 중점단속품목을 선정하여 선정된 품목에 단속 역량을 집
중하였다.
여기에는 전국세관 단위 단속 품목과 지역 단위 단속 품목으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단속 결과
119억 원, 전체 단속실적의 13%에 달하는 적발실적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실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중점단속품목을 단속의 용이성 위주로 선정하였고, 관할지역에 한
정된 칸막이식 단속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점단속품목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반성으로 '11년에는 품목 중심이 아닌
이슈 중심의 테마단속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식품 안전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생산자단체 등의 시급한 단속 요구 등을 고려하여 테마단속을 실시하였다.

② 광역기동단속체계 구축
원산지표시 단속은 대표적인 침익적(侵益的) 행정으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수반
되기 때문에 소수(2~3명)의 단속인력으로 일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 한 매장을 단속하면 인근의 나머지 매장은 문을 닫고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관 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판매되는 유통구조의 특성에 비하여 1개 세관이 단속에
참여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수의 세관이 참여하는 비상시적 조직으로 ‘시중유
통 광역기동단속팀’을 구성하였다.

③ 특화세관 운영
2007년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확보한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단속체계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점단속품목 및 테마단속 등에 따른 단속체계상의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단속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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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요 우범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도
를 제고하고 중요 품목별 유통실태 등 체계적 정보 축적 및 성수기, 수급동향 등을 고려한 단속시기
선정 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4급지세관을 중심으로 특화품목을 지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④ 민관 협력 강화
올바른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단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단속인력의 확충이 되지 않고 있어 인력 확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
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전문가를 원산지표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회
를 개최하고, 품목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 교류에 힘쓰고, 단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⑤ 단속보조요원 운영
2010년 일자리 창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한 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위반 정보 수집,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다니면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물품 발견 시 단
속직원에게 알려주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은 직접 인터넷을 접속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영세업자
들을 도와 유통이력 전산입력을 대신하거나 유통이력신고 이행실태 점검에 동참하기도 한다.

⑥ 대국민 홍보 강화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나 생산자의 노력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도록 다양한 대중매체
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KTX 액자광고, KTV 자막광
고, 옥외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의 지하철 액자광고, 버스 외
부광고 및 대형마트 쇼핑카트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12년에는 케이블TV 자막광고 및 전국 주요도시
의 대형마트 쇼핑카트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위조상품 비교전시회에서 3개 부스를 이용하여 쇠고
기, 한약재, 의류, 위생도기 등 다양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활용하여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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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5) 주요성과
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따른 소비자, 생산자 보호
관세청이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단속권한을 확보한 2007년의 적발실적은 111개 업체, 21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말에는 754개 업체, 5,004억 원에 달하는 높은 단속실적을 보였다.
이는 적은 단속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정보 및 세적자료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
안 관세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우수한 정보분석 능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 소비자·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의 중요성, 물품 구입전 원산지표시 확인의 중요성 및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신고 등을 주제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위반신고건수가 증가하여
단속실적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인력 확보
통관정보 및 세적자료 보유, 우수한 정보분석 능력 등에 의한 단속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적발율
향상에는 일조하지만 중대위반행위인 허위표시, 표시손상, 변경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단속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포함한 단속인력 확보가 꼭 절실하다.

② 민관협력 내실화
현재 단속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정보 교류, 전
문지식 교육 등 협력이 절실하지만, 관련업계의 전문가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
어서 협력에 한계가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제도와 같이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활동사항에 따라 금
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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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체납 관리 강화
(1) 개요
FTA 등 무관세 특혜협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는 계속 늘고 있어 관세와 내국세 등 관
세청의 세수 규모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98. 연도별 수입액, 실효관세율, 과세환율 추이]
수입실적

관세징수실적

실효관세율

실효부가세율

과세환율

(백만불)

(백만원)

(%)

(%)

(원/$)

2006

309,33 4

6,858,419

2.3

8.8

966

36,426,908

년도

총 세입

2007

356,686

7,410,763

2.22

8.58

936

39,748,638

2008

435,275

8,7 75,691

1.85

8.15

1,087

51,354,689

2009

323,085

9,169,127

2.22

8.33

1,278

49,885,947

2010

425,212

10,666,286

2.15

8.12

1,167

55,905,7 75

2011

524,375

10,990,142

1.88

8.18

1,118

6 4,249,152

세수 규모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관세 등에 대한 체납 발생 가능성도 날로 증가 할 개연성이 상당
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농수축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저가신고, 원산지·품목분류 오류 등에 따른 사후추징과
범칙조사의 증가로 체납발생 위험요소는 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체납세금 징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체납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간 우리 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체납정리 기법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관세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조기 해소를 통해 납세의
식의 약화를 막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추진내용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법원, 국세청, 행안부, 국토부,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과세자료
정보공유 활성화와 업무협조’ 를 적극 추진하였다.
개인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체납자들이 빈번히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전면검사’ 를 실시하였다.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제’ 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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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발생·채무 불이행 등 신용상태 변동 시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체납발생을 최
소화하고, 기업의 회생지원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정보’ 활용을 추진
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위한 대외 ‘명단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를 추진하였다.
체납자 신용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제공을 실시하였다.
2008.3월 청와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New Start 2008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체납자 신용
회복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추진하였다.
신속한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와 추심을 위해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위축으로 2008.4월부터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적극 허용함에 따라
부도발생·회생(파산)신청 부실징후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고액체납 발생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여 ‘고액체납 특별관리팀’을 운영하였다.
해외 장기체류 및 빈번 해외출국 체납자, 고액체납자(5천만 원 이상), 결손처분자 등에 대한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 을 정기 운영하였다.
통관 후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전에 세액심사와 사전
징수를 철저히 하는 ‘사전세액심사제도’를 확대하였다.
관세체납 발생원인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범칙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착수 단계부터 보전압
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3) 주요성과
○ (유관기관 간 체납자 자료 공유 확대) 2009년 이전까지는 제한된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하
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09년 이전 체납자 자료 공유현황>
부동산·지방세 환급자료(행정안전부), 국세 환급자료·세적자료·세금계산서 (국세청), 법원공탁금·법인등기자료 (대법원),
예금조회(금융기관 본점) 등

- 2009년 이후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자 개인재산 추적자료제공기관를
대폭 확대 다양화하여 체납정리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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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이후 체납자 자료 공유현황>
근로소득·(양도)골프회원권·보유주식·양도소득세 (국세청), 자동차 등록자료·아파트분양권 (국토해양부), 콘도회원
권·(취득)골프회원권 (행정안전부), 조달계약 (조달청) 등

○ (체납자 전면 입국검사 실시) 2006.3월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하여는 엄정 과세 조치하였으나,
- 2009.12월 휴대품 검사를 전 체납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와 민
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시행 안내 예고기한(3주간)을 운영한 후, 2010.1.11부터 전 체납
자에 대하여 전면 검사를 시행하였다.
* 2010.1월~2011.12월 체납자 2,584명 휴대품 검사 및 체납액 징수실적 : 3,658백만 원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
국금지를 강화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
* 2008년 43명, 2009년 8명, 2010년 12명, 2011년 12명
○ (민간 기업신용정보 활용) 2009.11월부터 한국신용정보(주)의 기업신용조기경보서비스를 관
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통관·징수·사후관리 등)에 연계하여 기업의 부도발생·채무 불
이행 등 신용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파산업체 등의 회생지원
을 위하여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징수유예 허용 등에 판단자료로 활용 중이다.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 2012.1.1부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개기준을 체납액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확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 및 개인체납자 100명을 ‘관보
와 신문’ 등에 공개하였다.
* 체납액 소액 지속납부 : 1명, 73백만 원 납부 ('09년 및 '10년 비공개 결정)
* 체납액 30% 이상 납부 : 1명, 566백만 원 납부 ('11년 비공개 결정)
○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범위 확대)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체납자 신용정보를 2011년까지 한시
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제
공범위를 하향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08년~2011년 까지 2,389명 제공(연 4회, 1월·4월·7월·10월 정기 제공)
○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2008.4월부터 체납자 신용회복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시행하여 ‘체납액의 일부(5%) 납부 및 납부계획 제출자’에 한
해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유보(해제)하고,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허용·출국금지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주고 있다.
* 2008~2011년까지, 신용회복 184명, 수입허용 1,848억 원, 체납액 징수 192억 원
○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 도입) 2011.8.8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위한 전자압류제도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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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간 소액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그간 우편송달로 이루어진 채권압류통지서 통보에 따른
인력·시간의 낭비와 송달 전 체납자 예금인출에 따른 채권 일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
었다.
○ (고액체납특별관리팀 운영) 2009.6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위축에 따라 2008.4월부터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적극 허용함에 따라 관리업체의 부실징후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고
액 체납 발생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 자체 “고액체납 특별관리팀(서울·부산세관 2팀 20명)”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 운영) 고액체납자(5천만 원 이상), 해외 장기체류 및 빈번 해외출국
체납자, 결손처분 자 등에 대한 재산조사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2회(5월, 11월)
각각 1개월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010년 하반기 : 1 44억원 징수, 2011년 상반기 : 148억원 징수, 2011년 하반기 : 191억 원 징수 등
○ (고세율 품목 사전세액 심사 강화) 통관 후에는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농림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통관 전 세액심사와 징수를 철저히 할 목적으로 생강 등 22개 품목을 지정하여 엄
정한 사전세액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11년: 18억원 추징)
○ (범칙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전압류 실시) 2012.3월 관세체납 발생원인의 69%를 차지하는 고질
적 범칙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착수’ 단계부터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보전압류를 적극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세관에서 철저히 시행 중이다.
* <범칙체납방지를 위한 조사·체납부서의 채권확보 지침('12.3.7)> 통보
○ 위와 같은 부단한 체납정리 노력의 결과로, 2007년 3,205억원 에 달하던 체납 미정리액이
2011년에는 55%로 대폭 감소하여 1,430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체납발생·정리액은 전년동기 대비이며, 체납관리액은 전년말 대비임

[표 199. 연도별 총 체납관리 현황]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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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월

발생

2006

3,618

2,045

108.2

1,8 47

111.1

3,816

105.5

2007

3,816

1,512

73.9

2,123

114.9

3,205

84

2008

3,205

1,922

127.1

2,387

112.4

2,740

85.5

2009

2,740

2,278

118.5

3,780

158.3

1,238

45.2

전년대비

정리

전년대비

미정리

전년대비

2010

1,238

1,879

82.5

1,833

48.5

1,28 4

103.7

2011

1,28 4

1,608

85.6

1,462

79.8

1,4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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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강화를 통해 체납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손처분율*은 감소
하는 반면, 체납자로부터 징수하는 현금 수납율**은 4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당해연도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액 : 29.5%('09) → 11.9%('10) → 9.3%('11)
** 당해연도 체납액 대비 현금수납액 : 38.1%('09) → 40.2%('10) → 39.2%('11)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채권 회수액*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1억 원('09) → 4억 원('10) → 10억 원('11)

(4) 향후 과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체납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
납정리 기법의 개발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법인 폐업, 개인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대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품목분류 발전 방안
(1) 개요
첨단 신상품 출현으로 HS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품목분류 난이도도 날로 높
아지고 있고, HS협약 발효('88) 후 모든 교역 물품에 대한 공통된 품목분류를 지향하고 있으나, 품목
분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표 200. 우리나라 품목분류 국제분쟁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07

'08

'09

'10

'11

'12

발생건수

3

4

1

5

3

1

발생누계

3

7

8

13

16

17

① 디지털
캠코더
② 롤상
프리즘
③ DRIVE
ASSY
④ 유기화학품
⑤ 튜너부착
메인보드

① DVI,HDMI
결합모니터
② 캘럭시
플레이어
③ 3D LCD
모듈ASSY

발생품명

① 디지털
① DMB폰
복합기
② GPS폰
② 롤상편광필름 ③ 고소
③ 덤프트럭
작업대
④ DRIVE
IC

① 무한궤도
굴삭기

① USB단자
부착
LC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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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해 세율체계가 복잡해지고, 관세는 낮아지나 품목분류에 따른 요건확인이 비관세장벽으
로 작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가 정책 수립의 근간인 무역통계의 정확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HSK에 특게되지 않
은 기타 물품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 기타 세번 : HSK수의 26%, 수입건수의 49%, 수입금액의 28%

HS협약에 따른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관세청 자체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 운용 확대하고
자 하였으나 대내외 여건상 한계로 품목분류 기준의 현실화·법규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품목분류 기준고시 25개, 품목분류 기준 시행세칙 22개 운용
** (예) 품목분류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가 법원 소송시 불인정, 패소 사례 발생

품목분류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로 관세평가분류원내 전문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
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급증한데 따른 동종동류 물품에 대한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가 자
주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월기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심사직원 중 3년 미만 : 16명(70%)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관련 불복청구 증가,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 심화,
행정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국가산업에 대한 통계 불명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품목분류 관련 대국민 신뢰도 향상과 첨단신상품에 대한 국제기준 주도 노력, 품목분류 기
준의 명확화에 따른 일관성 유지, 품목분류관련 전문가 확대 양성, 품목분류 업무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내용과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FTA확대와 자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을 직시하고 세계 각국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국민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와 국가별 수출입 동향, 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확한 무역통
계 필요성을 인식하여 세계 각국은 HS 6단위에 자국에 맞는 코드를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또
한 수출입신고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가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WCO(세계관세기구)내 품목분류관련 HS위원회, HS소위원회, 과학소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선
진국들은 무역에서의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CO의 동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
문가를 양성,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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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세계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세계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 우리나라 :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시(인터넷 공표)
※ 근거법령 : 관세법 제86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
○ 중국 : 심사결과를 고시하지 않고 신청인게게만 교부 및 고지
※ 근거법령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총서 제158호령 제17조>
○ 일본 : 세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
※ 근거법령 : <관세법 제7조제3항 및 관세법 기본통달 7-18>
○ EU : 심사결과를 EU집행위에 송부하고, 집행위은 DB를 구축하여 회원국 및 일반인에게 공개
※ 근거법령 : <Council Regulation(EEC)>NO 2913/92,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 미국 : 90일 이내 세관공고(Customs Bulletin)를 통해 공개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502조, 미연방행정규칙(19CFR 제177조)>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HS코드체계는 5년을 주기로 개정('02년, '07년, '12년, '17년 등)되며 WCO에서는 개정전 세계
각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첨단·복합다기능물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우리청 주관하에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 를 구성('11.5.23), 휴대용 모바일, LCD모듈, LCD모니터 등 주력 수출품에 대
한 업계, 학계의견 수렴 후 WCO에 우리국 의견을 개진하였다.
각 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신제품 출현주기가 빨라지고 WCO내 통일적인 품목분류 기
준이 부재한 틈을 타 자국산업 입장에 맞게 품목분류를 적용함으로써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반도체, 모바일기기등 IT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중 국제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최첨단 IT제품*에 대하여 관련 업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논리개
발과 WCO회원국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국 입장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 갤럭시탭 [HS 8517(통신기기) → HS 8471(자동자료처리장치)로 결정]

(4) 추진내용
품목분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고세율 농산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납부 시기를 변경(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납
부 → 사전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였다.('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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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위원회와 협의회 겸직금지,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의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 분석
회보서의 통보방식 변경(결정세번 → 참고세번)에 따른 분석업무와 품목분류업무의 상호 보완적이며
독립적인 업무체계 마련으로 품목분류 업무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였다.('09년)
고세율 농수산물품 및 관련 조제품에 대한 수개의 개별 고시 및 업무지침을 통합한 품목분류 기준
고시 제정으로 법적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일반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 품목분류 용어사전 검색시
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민원 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국제분
쟁물품(덤프트럭, DMB폰, Drive IC 등)에 대한 업체의견 수렴후 WCO 상정 등 적극적 분쟁해결을
지원하였다.('10년)
품목분류확인서 발급 및 품목분류협의회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하여 품목분류 전문성 강화
및 민원대응 신속성 제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첨단수출물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HS개정안*에 대해 WCO에 건의하였다.('11년)
* 반도체제조장비·디스플레이·터치패널류 분류범위 명확화 및 무관세 확대, LCD모듈 분류 호 신설 등

급증하는 국제 품목분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
터」 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에게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세계HS정보시스템」 을 구축·서비스 개시하였다.('12년)
품목분류확인서 제도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로 통합, 시행('12.3)함으로써 품목분류 오류예방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증진하였다.('12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신청자를 ‘제조자’까지 확대하여 FTA로 급증하고 있는 수출물품 국내제조
자의 품목분류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관련 불확실성
을 해소하였다.('12년)
고시 또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품목분류 기준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국내주로 신설하여 품목분
류 기준을 법규화·명확화하였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물
품중 주요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타세번 코드화’ 작업을 추진하였다.('12년)
업계와 관계부처와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국제분쟁물품의 하나인 ‘갤럭시탭’ 의 우리측 의견이
수용, 결정되었다*
* 제49차 WCO HS위원회결정 [갤럭시탭; HS 8417(휴대폰) → HS 8471(자동처리장치), '12.3.15]

(5) 주요성과
○ (품목분류 기준의 명확화·현실화·법규화) 최첨단 물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국제품목분류
기준을 주도하여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최소화하였다.
- 국내 산업을 고려한 HS 개정안 제출 및 HS 위원회에 분류의견 제시*
＊최초로 관세청 주도 2017 HS개정안 WCO에 제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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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술의 진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분류 기준을 폐지·개선
( 「품목분류 기준고시」 통합*)
＊ 품목분류 관련 고시3개, 기준1개, 지침22개를 고시1개·세칙1개로 통합('10.12)

- 향후 각 기준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국내주”로 편입, 법적 지위 부여
＊ 미국, 유럽, 일본은 자국 분류기준을 관세율표에 추가하여“국내주”로 운영

○ (우수인력 양성 및 국제전문가 배출) WCO HS 분야양성 워크숍* 참가 및 WCO 교관양성 학
습동아리(CoP) 활성화 지원으로 WCO 인증 국제훈련 전문교관을 배출하였다.('10.7)
* Train-the-trainer Workshop : WCO 인증교관 후보자 교육 및 교관 선발

- 지속적인 WCO 회의 참석 지원을 통한 국제적인 인적네트 및 중요역할 수행 등으로 WCO
HS 소위원회 부의장('11.3) 및 HS 위원회 W/P 의장 선임('12.3)
* HS 위원회에는 6명의 의장단(본회의 의장, 본회의 부의장(2명), 소위원회 의장, 소위원회 부의장, W/P 의장)이 있으며,
W/P 의장은 이후 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본회의 의장으로 선임 가능

- 향후 WCO 각 위원회 의장진출 가능성 증대로 WCO 內 한국 위상 제고 및 IT제품 등 우리나
라의 국제주도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 수용성이 증대되었다.

○ (민·학·관 상시 협력을 통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우리나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HS국
제분쟁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접수된 분쟁대상 물품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을 통해 분쟁해결
을 모색하였다.
* '11년6월 공식출범하였으나 '07년부터 접수, 처리

[표 202. 품목분류 국제분쟁 처리현황('12.9월 기준)]
현황

접수

성공 타결

상대국 의견수용

진행중

건수

19

9

5

5

- 국제 품목분류기준 선도로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품목분류관련 국제현안 공
동대응을 위해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 신설('11.3), HS 개정 의견 마련 및 기술동향
정보공유, 논리 개발 협력 등으로 민·관 협력체제 기반 마련
○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품목분류관련 민원편의로 제공하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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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확인서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수개의 기관에서 발급해 왔으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사
전심사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품목분류 오류 최소화와 품목분류 전문성
을 강화하였다.
* [기존] 통관지세관(확인서 발급), 분류원, 분석소(확인서 및 사전심사 업무) → [현행] 분류원(확인서 및 사전심사 업무)

- 품목분류 쟁점물품에 대한 심의기구인 품목분류협의회를 수개의 기관(본부세관, 관세평가분
류원,중앙관세분석소)에서 운용해 왔으나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하여 품목분류 결정의
신속성과 업무 전문성을 극대화
- 또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타세번으로 분류되는
주요 수출입물품에 대한 코드화 추진으로 무역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성 향상 및 각종 산
업동향 분석과 지표관리에 활용 제고

(5) 향후 과제
FTA확대에 따른 다양한 양허세율 적용과 신제품 출시주기 급변, 기술융합에 따른 복합·다기능
첨단 제품의 다양화 등 업무량 증가 및 고도화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현
실적인 고위험 요인임을 인식하여,
-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개선하고,
- 품목분류관련 유능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전문인력 우대방안 마련,
품목분류 국제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양성하여 WCO 內 국제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
라 의견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첨단 IT제품 등 국내 주력 수출물품 생산업체, 학계, 유관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정보교
류 네트워크를 갖고, 국제적 주요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마련을 위해 상
시적 민·관 협의체 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특수 관세평가 발전방안
(1) 개요
① 최근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국
적기업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마트사의 경우 회사의 총 소득(미화
4082억 달러)이 국민총소득(GNI) 세계 22위 국가인 노르웨이의 국민총소득(4,117억 불)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 등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도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도 특수관계자간 수출입 비중은 평균 40.8%이며, 수입은 48.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1년도 수입규모는 전체수입의 32.4%, 세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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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세청 세수의 34.6%로 국가경제 및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 국경을 초월하여 자회사간 재화이동을 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국 조세제도의 차
이, 국제적 재무이동에 관련된 비용과 장벽이 존재하는 국제적 환경속에서 특수관계기업간 자원배
분을 최적화하고 세액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간 이동재화에 대하여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내소득의 안정적 국외이전, 시장경쟁력확보, 내국세
조세조정, 세율차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관계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달리
왜곡될 소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등 무역환경 변화에 기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가격조작(고관세: 저가
신고, 무관세: 고가신고)을 통한 조세탈루 및 국부유출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②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시기에, 이전가격 심사강화를 위한 전담심사
인력과 조직 전무, 전문 심사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심사기법개발이 미진한 실정이었으며, 정보수집
예산 부족 및 관련 제도 미비와 법적 기반이 미약했었다.
따라서, 불성실 업체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제도·법적기반 마련과 함께,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
고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ACVA, 국제거래 과세가격 조정제도 등 협력프로
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2) 추진내용
①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전담반 운영을 통해 제도 기틀 마련
관세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전담 대응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0년
초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에 이전가격 전담팀(3명)을 신설하였다. 동 전담팀은 신설 첫 해 이
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제도 기획 및 운영,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의 조화를 위한 대외협력업무,
주요 다국적기업 심사쟁송사건에 대한 지원, 다국적기업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이어 2011년에도 특수평
가 심사직원의 역량강화, 수시로 발생하는 관세탈루시도 치유를 위한 지침전파, 납세자와의 이견에
기인한 쟁송사건 대응활동,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다국적기업의 납세협력 도출을 위한 ACVA 활
성화, 내국세 당국과 업무협력 등을 하였다.
심사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국적기업 심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
여 상설화시켰고 그 과정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 특수관계 평가기법 및 사례, 법인세신고 및 세무
조정 실무, 특수관계자간 평가사례 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심사사례, 재무제표 이해 및
회계감사기법, 회계분석에 의한 심사기법 및 사례 등으로 구성·운영하였다.
관세신고를 이용한 국부유출 시도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입이후 이익 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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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입물품가격 조정은 정상가격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세관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전파
하였다.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국내 발생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
을 조작(소급인상, 관세율이 0%로 관세부담 없이 법인세 합법적 탈루 가능)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
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고위험 외투기업에 대하여만 기획심사를 최
초로 실시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저가 또는 고가신고 등 가격조작 시도에 대해 전담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구축·운영
하였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정상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가로 수입신고(→국내시장 교란)한 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대로펌 등과 연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청적 역량을 결집한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실효적 관세조사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WTO평가협정과 국내 관세법을 비교하여 입법화대상
15건을 발굴후 평가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관세평가방법 적용순서, 납세자 의견기회 제출, 구
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명확화 등 5건을 입법 완료하였으며,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평가상 이전가격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응방안 연구를 위해 ‘관세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심사를 위한 기반과 체계를 본격적으
로 구축하였다.

② 수입물품의 이전가격 과세와 관세평가 조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하나의 국가안에서 내국세당국과 관세당국은 이전가격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관계
로 WCO와 OECD같은 국제기구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하여 2006년과 2007년 두 차
례 컨퍼런스를 통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체계 불일치 및 부
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목적으로 2009.1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간 업무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매년 수차례 기재부,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정협의회, 과세관청간 실무협의회
를 개최하여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체계의 조화방안을 연구하였다. 한편, 과세가격은 국제규범(WTO
관세평가협정, OECD 조세모델)에 의거 평가·조정되는 것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이 필요했다.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전가격과 사후보상조정 등 관세평가상 수용
가능성 등 논의하였고, 2012년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이전가격 평가와 관세평가 조화
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내국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에 이어 네덜란드 관세청과 ‘관세부서와 내국세부서’ 간 과세가격 조정사례 논의 및 지속적 심사
기법 교환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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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 관세법(제38조의 4)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각각 수입물품의 과세가
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시행일은 '12.7.1)하였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의
거래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반대로 납세자는 세관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

③ ACVA 제도 시행과 정착
다국적기업들은 수출입거래를 할 때 본사와 지사간에 거래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때 수입물품 가
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세관당국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으면 관세를 탈세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가격이 높으면 관세를 약간 더 납부하는 대신 내
국세를 훨씬 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입장에서 나름
대로 수입가격을 계산해서 신고하더라도 세관당국과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안정적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고, 세관당국 역시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즉
ACVA」 를 2008년도에 도입하였다. ACVA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여 과
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관세당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없애 기업과 관세당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행초기 ACVA제도 정착을 위해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ACVA 이용 가이
드’와 2011년 ‘ACVA 홍보 브로슈어’ 를 제작 적극 홍보하였으며, ACVA 활성화를 위해 2011년도
ACVA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ACVA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ACVA 신청 유인 측
면에서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10% 면제, AEO 공인 및 등급 조정시 ACVA 승인 여
부를 반영하였다.
ACVA 제도 보완 측면에서는, 2011년도에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심사 보완요구 연장범위 신설, 사전심사 변경·철회 시기 명시,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
화, 사전심사반 운영근거 신설, 사전심사시 심사중단 근거 신설,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 사전심사승
인 취소사유 추가,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 명확화 및 투명하고 신속한 양방
향 협의 절차 등이다. 또한 ACVA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기간단축, 별도 증원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 전국세관 심사인력을 풀로 구성하여 필요시 ACVA 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사전심
사팀제 도입을 통해 심사인력부족에 따른 심사지연 최소화 등 내부업무지침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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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성과
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저가신고로 인한 조세포탈을 방지하
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외투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의 경우 전체 심사업체 수 대비
12.5%를 차지하나, 추징금액은 7,265억원으로 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무관세 품목 등에 대
한 적정한 거래가격 평가를 통해 과도한 고가신고를 차단하여, 영업이익의 물품대금 위장을 통한 약
3,300억원 송금 시도 차단, 수입 후 거래가격 임의조정을 통한 약 640억원 송금 시도 차단 등 국부
유출을 방지하였다.

②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체계의 조화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외투기업
경영안정성을 제고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정제도 마련으로 관세·내국세 당국에 의한
이중조사 부담이 해소되어 외투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되는 등 경영안정성제고 및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WCO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2006년부터 수년 간 논의 중에
있는 난제에 대하여 관세·내국세·기재부 당국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관세·내국세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세평가 국제기준을 선도하였다.

③ ACVA 제도 정착으로 기업은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세관당국은 국가 재정수입의 조기확보가
가능해졌다. 2011년도 ACVA 심사 수행실적으로는 신청 5건(갱신 1건 포함), 철회 1건이 있으며,
2011년말 누계기준 14개사 신청에 승인 5개사, 철회 2개사이며, 나머지 7개사에 대하여는 ACVA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시행된 국세청의 APA(신청에 의한 법인세 등 사전 과세확정) 경우도
시행초기 7년간 신청이 40건뿐이었지만, 2010년도에 43건으로 신청이 증가한 것처럼, ACVA도 향
후에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3. 연도별 ACVA 신청 및 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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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신청

`08

4

갱신

`09

0

2

`10

5

3

1

5

2

`11

4

1

누계

13

1

승인

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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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4. 업종별 ACVA 현황]
~ 2010
구분

신청

승인

주류

3

3

화장품

2

2

신변장식

3

기계류

1

철회

2011
심사
진행

승인

철회

1
1

2

2

1

전자제품
계

신청

누계

5

1

3

신청

승인

1

4

3

2

2

2
1

1
9

심사
진행

4

1

철회

1

5

1

1

1

1

1

4

13

심사
진행

4
1

5

2

6

(4) 향후과제
제도 및 법령정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차단방안 연구 및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 첫
째,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평가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가격정보 비대칭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입증책임의 효율적 분배방안
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며, 셋째, 가격자료 제출의무, 심사단계 미제출자료의 불복단계
사용제한과 가격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부과 등 실효수단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과 세관간 가격자료 비대칭 문제해소를 위해 국내외 가격자료 수집 및 정보수집활동 수
행 등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2011년도
해외체류경비 22억원, 정보활동비 36억원 운용했으며, 2012년도 특정업무경비 20억원을 추가 확보
하고 있지만 관세조사를 위해서는 특별 배정된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변화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다국적기업 가격동향 조기경보시스템’
을 구축 하는 것이다. 공시회계자료, 수입·외환자료, 해외기업정보 등을 연계·조합하여 위험지표
로 선정하고 위험지표 관계분석을 통해 주요 위험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 초과업체·품목에
경보를 발령하여 기업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가 형식적 또는 검증이나 관리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의 제도 악용 시도가 증가하고 기업심사자료로 활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
래가격 신고방법 및 내용 개선, 주기적 가격신고제도 도입 등 이전가격 평가자료를 조기확보하고 납
세자 스스로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가격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이용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사례, 업계·관세
사 의견, 신고요건, 입증방법 등 주기적 가격신고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수거래심사 및 조정제도 심사를 위한 증원과 다국적기업 심사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것이며,
외투기업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응키 위하여 가격자료·정보수집 등을 위한 예산과 조정제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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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조정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 의원의 2010년도
국감 지적사항(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조화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조 확대를 통한 관세탈루 방지 및
행정비용 절감 노력 필요)이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관세법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11.12.31.신설, '12.7.1.시행) ① 납세의무자는「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
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
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7조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1. ~ 2(생략)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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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불법대외거래 조사

제1절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1. 개요
대통령께서는 2010.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특히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사회 기준에 맞는지’ 발굴하여 공정사회에 맞는 정책
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출위주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경제의 특성 상 무역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국내 산업·
소비 등 일상생활이 수출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물품·자금의 대외
이동을 총괄·집행하는 관세청의 대외거래 질서 확립이 공정사회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WTO, FTA 등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경제주체 모두에게 왜곡없이 돌아가도록 대
외경제 흐름을 점검하고, ‘공정’의 관점에서 경쟁을 해치는 행위나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등 법질서 위
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공정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 계획」 을 수립·시행하였다.

2. 추진내용
(1) 추진체계 구성·운영
① 본청 및 47개 전국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 집중단속
관세청 全역량을 모두 동원, 조직적 몰입을 유도하고, 국내·외,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성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11.4.11~12.30) 중 본청에서는 차장을 총괄본부장으로 통
관·심사·조사 합동체계 23)를 가동하고, 일선세관에서는 본부세관장을 본부장으로 6개 지역 특별단
23) 조사팀 :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국제조사팀, 조사정보센터 / 심사팀 : 심사정책과, 세원심사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 통관팀 :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 특수통관과, FTA이행팀 / 지원팀 :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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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본부를 설치·운영하였다. 단속인원은 조사 713명, 통관 662명, 심사 257명을 포함, 총 1,632명
을 투입하였다.

② 국내외 단속망과 협조체제 구축·운용
관세청 고유의 조사단속 역량과 더불어, 검찰, 경찰·해경, 농림수산식품부(농관원), 식약청, 국
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내 단속 공조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美DEA 24), Interpol 25), AMCHAM 26), EUCCK 27), JETRO 28), 미·중·일·러 등 상호지원협
정 체결 24개국, WCO-CEN 29), RILO A/P 30), 美ICE 31), 한중일 Fake Zero Project(위조상품 정보교
환망) 등 해외 단속 공조망도 함께 확충하였다.
아울러, 사이버감시단(2,186명), 원산지국민감시단(263명),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농수축
협(1,253개), 지재권보호협회, 원산지정보원 등과 민간 단속 공조망까지 강화하였다.

(2) 공정무역 질서확립을 위한 7대 중점과제 선정·이행
대내외 조사단속 역량을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및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의 32) 의겸을 수렴
하여 아래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시행하였다.

< 7대 중점단속 분야 >
1. 불법 해외 자본유출입 차단

2. 호화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방지

3. 고질적 세액탈루 엄정 대응

4.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강력 단속

5. 국격훼손 원산지조작 발본색원

6.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차단

7. 사이버 불법거래 감시단속 강화

24)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미국 마약단속국)
25)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
26)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27)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28)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 무역진흥회)
29) Customs Enforcement Network (국제세관감시망)
30)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
31)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32) 경제·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관세행정발전 자문기구(내·외부위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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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속목표는 최근 3년 평균실적 대비 14.9% 이상 증가(5년 후 2
배)토록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통관·심사·조사 각 업무 분야별, 세관별 목표를 부여하여 추진상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①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철저 차단
무역규모 증대와 함께, 동반 증가 추세에 있는 수출입 가격조작·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외화 해외도피, 자금세탁에 대응하여, 관세청 외환조사 전문인력(100여명)을 중심으로 분
야별로 특화된 외화 해외도피 특별점검 T/F를 구성, 총력 단속에 임하였다.
가격조작 위험이 높은 무관세·면세 품목 거래에 대한 유사품목 가격·이상거래 분석, 기획조사
를 실시하였고, 홍콩·싱가폴 등 유령회사 설립이 자유로운 지역과 빈번한 외환거래 관계에 있는 기
업의 외화 국외도피를 집중조사하였다. 또한 불법환전·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환전상에 대한 외
환검사권을 확보하여 무자료 불법거래를 집중단속하였다.
추가로, 외화도피·역외탈세·자금세탁 조사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였다. 국세청·금감원·한국
은행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추진하였고, 미국·홍콩 등 외국세관, 세계관세기구와도 실시
간 정보교환 및 자금세탁 수사기법을 공유하였다.

② 호화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방지
해외여행자 5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호화사치 해외여행자를 철저히 검사하였다. 해외 구매패턴,
동행자리스트 등을 심층분석하여, 우범여행자는 입국심사 직후부터 이동상황을 추적 감시하는 한편,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고가·사치품 해외구매자의 은닉통관을 엄단하였다.

【주요 고가품 해외구매가격 vs 국내판매가격 현황】
- (양주) 루이13세 : (국내) 400만 원 (해외) 220만 원 ($2,000)
- (시계) 까르띠에 : (국내) 1억 3,000만 원 (해외) 6,700만 원 ($61,000)

또한 고가품 반입 위험노선에 탑승한 항공여행자의 검사를 강화하였다. 홍콩·미국 등의 국제보
석 박람회('11년 중 16회), 명품 세일기간 쇼핑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혹은 검사비율을 상향 운
영하였고, 개인사용 목적 반입시 검사·검역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 상용품을 합법가장한 반입행위
(합법 통관후 불법化)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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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질적인 세액탈루 엄정 대응
高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저가신고 관행과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탈세 위험에 적
극 대처하고자 고질적 농수산물 탈세 방지를 위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수산물 저가신고 우
려 6대 품목 33)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농수산물 수출국의 현지가격 조사·분석과 저가신고
에 따른 차액 이면결제 수단(환치기·외환밀반출) 단속을 병행하였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
더)·수입업자가 결탁한 탈세방지를 위해 포워더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반 시 영업취소 등 강력 제
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강화하였다.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세율 품
목을 주로 취급하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강화하였고,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가격신고 누락 위험이 높아지는 로열티·기술지원비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하
였다.
추가로, 과세강화에 따른 고액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하였다. 체납관리팀을 구성·운
영(2팀, 25명)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10억원→7억원 이상)와 함께 신용정보제공 강화(2
회→4회)를 통해 납부를 강제하였다.

④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강력 단속
먹을거리 불안 및 합법가장 밀수, 대리운반 등 반입수법의 교묘화·지능화에 따라 농수산물 조직
밀수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높은 재범율, 명의도용(바지사장), 한탕주의 등 밀수특성을 고려
한 밀수조직 계보 및 위험도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분석을
강화하고, 비식용의 식용 둔갑, 보따리수집상에 의한 불법유통 등 차단을 위해 경주하였다.

【고추 밀수 폐해(40ft 컨테이너 40톤)】
- 밀수업자 이익 1.2억원 - 농가수입 감소 4억원 (6만평 경작면적)
- 관세수입 감소 3.2억원 - 국산 둔갑 시 소비자 피해 1.6억원
※ 고추가격(kg) : 중국 3천원, 국내 중국산 도매 6천 원, 국산 도매 1만원

더불어, 가짜의약품 및 마약의 국내반입·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비아그라등 불법의약품 합법가장
밀수 차단 및 대포폰·e-Mail 등을 활용한 국내 유통경로 역추적을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여행자·특송화물에 대한 자체 정보분석·정밀검사 및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해 폐쇄
33) 관세율 : 녹두 607%, 대두 487%, 팥 420%, 생강 377%, 마늘 360%, 들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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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활성화하였을 뿐더러, 마약밀수 우범자(3,292명) 집중관리, 통제배달·위장거래 등 특수조
사기법을 활용하여 배후조직까지 추적 조사하였다.

⑤ 국격훼손 원산지 조작 발본색원
저품질 外國産의 國産 조작은 소비자 기만, 국내 생산기반 약화 초래 및 Korea brand 악용 수출시
국격을 심각히 훼손시킨다. 이에 外國産 제품을 國産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적정성·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시 Recall 명령 활성화, 시정조
치·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저가불량 수입물품(한약재, 안경테 등)의 국산위장
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그 단속을 병행하였다.

【중국산 조기 → 영광 굴비 둔갑 시 폐해(40ft 컨테이너 24톤)】
- 원산지세탁자 이익 2.6억 원(24,000KG * {영광굴비 2.1만 원-중국조기 1만 원})
- 어민수입 감소 1.7억 원(24톤 어획수입=2.3항차 *항차당 평균 수입 7,600만 원)

추가로, 中國産 수입 후, 國産으로 위장한 해외수출을 집중 점검하였다. 원산지조작 수출 우범업
체에 대한 검사·사후심사를 강화하고, 거짓 서류에 의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행위를 집중 조
사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북교역 중단 조치('10.5.24) 이후,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한 바지락·무연
탄 등 고위험품목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기획조사하였다.

⑥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차단
EU·美와 FTA에 따른 지재권 침해 단속요구 증가에 대비하여, 위조상품 선별 고도화를 통한 불
법반입 차단에 주력하였다. 지재권 침해 우범화물 선별을 고도화하고, 첨단검색장비를 활용한 과학
적인 검사로 통관단계에서의 불법반입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보호해야할 지재
권의 종류 확대 34)에 따라 권리자의 특허 등 보호요청 및 침해 시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였다.

【짝퉁가방(루이비통) 밀수 폐해(40ft 컨테이너 7,500개)】
- 밀수업자 이익 3억 원 (7,500개 * {국내도매 7만 원 - 해외구입 3만 원})
- 국내유통·판매업자 이익 6억 원 (7,500개 * {소매 15만 원 - 도매 7만 원})

34) (기존) 상표·저작 → (발효時) 특허·디자인·식물품종·지리적표시 추가

337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또한, 국내 위조상품 유통시장 감시 및 역추적 조사를 활성화하였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주요 판
매처인 인터넷 오픈마켓, 이태원 등 Black Market을 통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침해 우려가 높은 상표를 보유한 국내기업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우범성 높은 통과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였다. 해
외 침해사례를 발굴하여 외국 수사기관에 단속요청 및 공조수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⑦ 사이버 불법거래 감시단속 강화
사이버 거래는 익명성으로 인해 밀수·포탈, 부정수입, 지재권 침해 등 불법물품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를 엄벌하기 위해 첨단 과학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단속기법을 고도화하였다. 디스크·
모바일 포렌식 등 과학수사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혐의자 특정, IP추적 등으로 사이버수사 장애를 제
거하고, 검·경의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인터넷 모니터링기법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통해 사이버 수
사 전문가를 육성하였다.
또한, 인터넷 모니터링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였다. 근무시간 중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심야·
휴일을 이용한 ‘반짝거래’ 등 취약시간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수의 타인명의를 도용한 소액면
세 통관, 동일 주소지 반복배달 등 특정유형 거래를 분석, 위장거래를 통해 불법행위 엄단에 힘썼다.

3. 주요성과
전청 역량, 국내외, 민간 단속망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2조 8,072억 원을 단
속, 목표(1조 6,534억 원) 대비 70%, '10년 실적(1조 9,674억 원) 대비 43%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205. 7대 중점단속 분야별 추진실적]
(억 원, %)

분야
① 해외 자본유출
② 여행자 밀수
③ 농수산물 탈루

실적

달성율

비고

1,580

3,562

225%

조사

307

368

120%

통관·조사

54 4

1,291

237%

심사·조사

④ 먹을거리

2,206

3,675

167%

조사

⑤ 원산지

1,794

6,538

36 4%

심사·조사

⑥지식재산권

7,292

6,508

89%

조사

⑦사이버

2,813

6,130

218%

조사

16,536

28,072

17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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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6. 공정사회 구현 특별단속 추진체계도]

목표

- 서울
- 인천공항

단속
체계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민간협력
■특산물단체 [23개단체]
■사이버감시단 [2,186명]
■명예세관원 [263명]

사이버 불법거래

■총괄본부[본청]
■지역본부[6개]

위조상품 불법수입 유통

특별단속 본부

국격훼손 원산지 조작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고질적인 세액탈루

호와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중점
단속
과제

공정사회·공정무역 확립

국내외 협력 체계
검찰청
(범죄정보 교환, 합동수사)
경찰청
(범죄정보 교환, 전과조회)
국세청
(세적자료 등)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신원)
FIU
(STR, CTR)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등 11종)
국토해양부
(차량,선원/선박자료)
외교통상부
(여권자료)

한국은행
(외환자료)

INTERPOL
(피의자 해외소재파악 등)
WCO(RILO,CEN)
(마약 및 IPR정보 등)
24개국 관세청(세관)
(불법정보 교환 등)
한·중·일 관세청
(지재권 침해정보)
美 ICE
(불법무역거래정보)
美 DEA
(마약정보)
D&B
(해외기업신용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신협회 항공사-선사
(직접투자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객명부 등)

CRETOP
(국내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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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거 사례로는,

① (해외 자본유출) △△로지스틱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본사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의 운항수입, 매각대금 등을 Paper Company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수
법으로 해외에 은닉·도피(882억 원)하고, 동 자금을 Paper Company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 등으
로 위장·반입하는 등 세탁(437억 원)

② (여행자 밀수) 보따리상 등 8명 공모, 중국산 녹용 등 밀수(평택)
장뇌삼 등 13종을 한중 화객선에 선적, 평택항에서 차량에 옮겨 싣고, 부두경비의 묵인하에 밀반
출하다 적발(총 8회, 시가 75억 원)

[그림 37. 중국산 녹용 등 밀수 적발]

③ (농수산물 탈루) 러시아 냉동명태 관세 126억 원 부정감면(부산)
러시아로부터 냉동명태 1,560톤을 수입하면서, 관세감면 대상(합작어로)으로 허위추천(농식품
부) 받아 부정감면(총 92회, 관세 126억 원)

④ (먹을거리) 한국거점 국제마약조직 필로폰 3.158kg 밀수(공항)
아프리카 말리發, 파리 경유 항공편으로 인천공항 입국시, 정밀검색을 통해, 가방측면 벽에 은닉
한 필로폰 3.158kg(시가 100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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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필로폰 밀수 적발]

⑤ (원산지) 중국산 수입 후, 한국산 가장 해외수출(부산)
중국산 합성섬유 로프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는 열처리 등 단순 가공한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한국산으로 수출(903회, 299억 원)

⑥ (지재권) 가짜 명품가방 등 국내제조·판매·수출(서울)
제조책·판매책·수출책으로 구성된 총 5명은 비밀창고 3개, 비밀공장 5개를 이용하여 가짜 명
품가장을 제조 국내판매 및 해외 밀수출(진품 시가 421억 원)

⑦ (사이버) 가짜 시계·비아그라 등 밀수·인터넷 판매(인천)
해외공급책·통관책·판매책으로 구성된 총 7명의 밀수조직이 총 24회에 걸쳐 가짜 시계·비아
그라 등을 특수 제작한 의자 등에 은닉·밀수(진품 시가 1,200억 원) 등이 있다.

[그림 39. 가짜시계, 비아그라 등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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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별단속을 기화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를 집중단속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더러, 주요사건 검거 시 동행취재 지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
고 관세행정을 적극 홍보(프라임보도 37회)하였다. 특히, EU와 FTA 발효에 맞춰 위조상품 비교전
시회를 개최, 정부의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IPR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통해 외환검사권 확대 및 외환
자료 추가 입수(대외계정)로 우리청의 재산국외도피 단속역량을 한층 강화시켰고, 포워더 등록제 도
입('11.11.30 관세법 개정)을 비롯해 산수유·오미자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을 확대('11.11.24
입안 예고)하였다.

4. 향후과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부정무역 우범유형 분석 및 Targeting 테마단속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2절 국민생활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국제범죄 단속 강화
1. 개요
관세청은 주요 국정과제인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의 적극적인 수행 및 엄정한 법질
서 확립을 위해, 설, 대보름, 추석 등 수입물품 집중 반입시기 및 토착비리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조
사단속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특히, 인육캡슐, 낙태약, 멜라민 과자, 쥐머리 새우깡, 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 등 해외에서 제조
된 불법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
세국경의 최일선에서 밀수 단속 등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생활안전까지
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시중유통 단속, 대국민 홍보·계도 등도 병행하고 있다.

2.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무역 집중 단속
(1) 개요
그간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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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용품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다.
관세청의 엄정하고 단호한 국경길목(Gateway) 관리가 수입물품을 직접 사용·소비하는 서민생
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한정된 조사인력을 집중 활용하여 가시적인 단속성과를 거양하기 위
해 특정기간, 주요 밀수품목, 유형을 정해 특별단속을 진행해오고 있다.

(2) 추진내용
① 위조공구 불법유통 특별단속
위조공구류 불법수입을 근절해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구류의 오작동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2008.3.24~4.30 37일 간 「위
조 공구류 특별단속」 을 실시해 48건 216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중 37건에 대해 과징금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부 전동공구의 경우 유명상표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
하는 등 다수의 공구 유통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본부(본부장 : 조사감시국장)를 설치하여 전국 18개팀 92명으로 구성
된 전담단속팀을 투입했다. 또한, 주요 공구업체, 유관협회 등과 ‘위조 공구류 부정수입 방지 민관협
의회’ 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위조공구류의 유통망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시중단속을 병행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 유압펌프를 수입하면서 네임플레이트에 미국 공장 주소를 기재하여 소
비자로 하여금 미국산인 것으로 오인토록 한 원산지 오인표시(유압펌프 3,927점, 13억 원 상당)

[그림 40. 중국산 유압펌프 네임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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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정상적으로 원산지(중국산)가 기재된 포장을 수입통관 후 자사 상표 및 한국산으로 원
산지를 표시한 포장지로 교체한 후 판매(각종 베어링 242만여 점, 71억 원 상당) 등이 있다.

[그림 41. 중국산 유압펌프 포장지]

② 기업형 조직밀수 특별단속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여 농수산물·위조상품 등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품목
의 밀수입이 증가되는 가운데, 불법수입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서는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한 강
력한 대응이 필요해 2008.5~7월 3개월 간 조직밀수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전국 6개 본부세관 특별조사반 10개 팀을 구성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의
약품 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먹을거리, 가짜 상품 등 국민권익 침해사범, 고가사치성 소비재 물품, 외
화 밀반출, 마약류 등을 중점 단속하였고, 그 결과 조직밀수 27건, 4,012억 원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국내 유명브랜드 휴대폰 부품 등 가짜상품 밀수출 조직 5개를 적발·검거함으로서 국내 기
업보호·국가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철제 탱크 내부에 건고추 354톤, 인삼류 29톤 등, 시가 24억원 상당품을 은
닉, 밀수입 및 시중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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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건고추 등 밀수입 적발]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 등지에서 직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원산지를 세탁하여 중국산
호도 440톤, 시가 43억 원 상당품 부정수입’ 등이 있다.

[그림 43. 중국산 호두 부정수입 적발]

③ 보따리 밀수 특별단속
중국산 먹을거리가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된 후 시중 유통되어 국민식탁을 위협하고 있
다는 언론지적 등에 따라 대중국 보따리상 반입물품 취득·운반·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2차례
('09.2.7~5.16, '11.11.3~12.2)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보따리상 출입이 집중된 인천, 평택, 군산세관에 70여 명의 특별단속팀을 확대 구성·운영하며
기업형 보따리 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입국장, 항만 주변 수집행위에 대해 강력단속
하였다. 더불어, 위반사실 확인 시 법률을 철저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Zero Tolerance)하였고, 유
통경로 추적, 장거리 차량 미행 등에 GPS 위치추적기, 특수수사차량 등의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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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속 노력에 힘입어 총68건, 51억 원('09년 42건 34억 원, '11년 26건 17억 원)을 적발하
였고, 그 파급효과로 터미널 주변 보따리물품 보관창고 폐쇄 등 수집행위가 현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특별단속 중 제주세관의 대형사건 검거 시 평택세관과의 수집상 및 공두계보 공유, 광주권
역 광역수사체제 가동 등 세관 간 정보교류·수사공조가 단속효과를 향상시켰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한국·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중국산 녹두 등 670톤, 32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후 허위서류를 교부받아 정상 수입물품을 가장하여 단속 회피에 용이한 제주도까
지 원정 판매한 경우가 있다.

[그림 4 4. 제주도 원정판매 수집상 적발]

한국·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고용하여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 15톤, 7천만 원 상당의 밀수
입한 후, 건고추는 파쇄 후 재포장하여 국산으로, 녹두 등은 속칭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정상 수입물
품으로 가장하여 불법유통한 경우가 있다.

[그림 45.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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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보따리상을 통해 휴대반입한 중국산 깐마늘 45톤 상당(시가 1억 5천
만 원 상당)을 밀수입, 군산항을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조선족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
산 고추외 12종(시가 6,000천 원)을 구매한 경우 등이 있다.

④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
설대보름 농수산물 수요 집중기를 맞이하여 직접밀수, 식용부적합 물품 불법수입 행위 등 엄단을
통한 농어축산물 보호 및 서민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4차례('09.1.13~2.16, '10.1.20~3.10,
'11.1.20~2.18, '12.1.2~2.10)에 걸쳐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제수·부럼·선물용품 중심의 콩, 팥, 참깨, 고사리, 호두, 땅콩, 밤, 대추, 고추,마늘, 인삼, 버
섯, 조기, 명태, 문어, 조개류, 오징어, 대구포,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중점단속 품목으로 정하고,
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여 600여 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밀수품 판매 등 시중 단속 강화를 위해 밀수품 유통시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
개하고, 수집상, 창고 등 밀수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조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 시 조사·심사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입조건 위반, 원산지 둔갑 등 총 215건, 1,791억 원('09년 58건 452억 원, '10년 76
건, 957억 원, '11년 66건 313억 원, '12년 15건 69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중점단속 품목 위주
의 단속활동 전개로 특별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었고, 본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으로 정책적 단
속이 요구되는 품목, 유형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이 가능하였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한 후 마치 백두산에서 채취한 야
생(천종) 산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뿌리당 8~10만 원에 구입한 장뇌삼을 50~100만 원에 판매
함으로써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 174뿌리, 시가 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 시킨 경우가 있다.

[그림 46. 중국산 장뇌삼 불법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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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곶감을 구입, 국내 반입하면서, 단순히 북한 남포항을 경유하여 북한산처럼 허위신고하
는 수법으로 중국산 곶감 40톤, 1억 7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입함으로써 관세 4천만 원을 포탈한 경
우가 있다.

[그림 47. 중국산 곶감 부정수입 적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BHC(Benzene hexachloride)가 검출된 중국산 보이차 2천9백여
점(시가 3억 1천만 원 상당)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림 48. 중국산 보이차 밀수입 적발]

⑤ 김장철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김장철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의 불법 반입이 예상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및 생산기반이
취약한 국내 농어민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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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3차례('08.10.16~11.30, '09.11.11~12.20, '10.11.15~12.14, '11.11.1~
11.30)에 걸쳐 이루어졌고, 6개 본부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세관 소속 전 조사직원을 특별
단속팀에 편제하여 총 600여 명을 투입하였다.
생강, 마늘, 고추, 양파, 당근, 배추, 무, 소금,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를 포함해 먹을거리
전반을 중점 단속하여 총 163건 155억 원('08년 56건 26억 원, '09년 50건 57억 원, '10년 17건 16
억 원, '11년 40건 56억 원)을 적발하였다.
단시간 내 전청적인 단속역량 집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고, 전국에 산재한 중국산
소금 국산둔갑 일제단속 등 본청의 적절한 조사지휘로 특별단속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커튼치기 수법으로 홍미삼 6톤 등
(시가 2억 5,9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경우, 병원체(퍼킨서스) 등으로 검역허가가 나지 않는 중
국산 바지락 995톤(시가 11억 원 상당)을 식용으로 위장수입하거나 저가신고하여 관세 1천만 원을
포탈한 경우, 중국산 김치 포장박스와 내부 비닐봉투를 제거한 후, 국내산 김치 제조자 상호가 표시
된 비닐봉투에 바꾸어 담는 속칭 ‘포장갈이’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국산 김치
약 18톤 3,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림 49. 중국산 김치 국산위장 판매 적발]

⑥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무역 특별단속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해진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경
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밀수, 식용 부적합 물품 불법수입·유통을 통한 폭리 근절
등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민생활·건강을 위해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
하였다.
특히, 단속기간을 추석절에 맞춰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물 불법수입에 대해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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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처하였다. 밀수위험도 및 국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먹을거리, 의약품, 생활용품, 안
전용품, 신변용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4회(' 08 . 9 . 1 ~ 9 . 30 , ' 09 . 7 . 23 ~ 10 . 30 ,
'10.7.26~10.31, '11.8.18~9.30)에 걸쳐 6개 본부세관 117개 조사반 600여 명을 투입하였다.
세부 단속사항으로, 본부세관별 정보분석 대상물품 지정·운영하여 조사단속의 전문성을 꾀하였
고, 현장 감시·신고요원으로서의 원산지 국민감시단 활용, 특산물 지킴이 업체·유관기관 등과 정
보 교류 및 합동 단속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감시단이 신고한 불법거
래 사이트에 대한 집중 조사와 함께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 불법물품 유통시장에 대한 시중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총1,172건, 13,040억 원('08년 79건 107억 원, '09년 538건 5,871
억 원, '10년 494건, 6,854억 원, '11년 61건 208억 원)을 적발하였다.
먹을거리에 대한 가시적인 단속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생침해사
범 단속실적 향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을 적극 지원하였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중국산 홍삼 등을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한 후 종이박스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
는 수법으로 홍삼 12톤 등 시가 1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경우가 있다.

[그림 50. 중국산 홍삼 등 밀수입 적발]

중국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구입한 뒤, 조립용 식탁 합판 사이의 빈 공간에 은닉한 후, 동 식탁을
정상 수입물품처럼 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녹용 2.6톤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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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국산 녹용 등 밀수입 적발]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수입한 후 수입 필터류 창고에서
박스 등에 "MADE IN KOREA" 스티커 작업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필터 207만개, 시가 56억 원 상
당)시킨 경우가 있다.

[그림 52. 중국산 자동차 부품 국산 둔갑 적발]

커튼치기 수법을 통해 건고추 630톤(6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창고 직원은 미리 준비한 김치
속(양념)을 창고에 보관, 정상 수입신고 물품으로 위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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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적발]

40여 명으로부터 밀수입 의뢰받은 짝퉁 가방 등 15,488점(81억 원)을 의류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밀수입한 경우 등이 있다.

(3) 주요성과
분야별 특화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및 민관협력을 통한 쌍방향 조사단속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기별 우범분야, 국민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확대되는 업무영역과 신종 수법
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또한, 과학장비 확충 등으로 차세대 조사감시행정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조직밀수·재산도피 등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프라임타임 보도, 위조상품비교전시회, 마
약퇴치운동 등 국민생활 밀착형 조사감시행정을 통해 국민관심과 호응을 적극 유도하였다.

(4) 향후과제
국민 사회 정책적 주요 단속요구 사항을 적기 수렴하여 국민 공감, 만족,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가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집 정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홍콩 등에 해외정보 수집팀을 파견, 현지 밀수동향 및 주요 국제범죄조직의 계
보·수법·자금결제수단 등을 파악하고, 사건 프로파일링 35)을 통해 추가 사건정보 및 취약분야를 발
굴하는 한편, 통합위험관리센터 등 타 업무기능과 정보 교류, 통계분석 등으로 밀수동향을 사전에 예
측할 예정이다.

35) 범죄착수~완료까지 全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범죄유형별 공통점·특징점 등 추적

352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표 207. 그 간 특별단속 결과 (`08~`12)]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구분

단속 기간

단속실적

1. 위조 공구류

3.24~4.30(40일간)

48건 216억 원

2. 조직밀수

5.13~7.31(80일간)

27개 조직, 4,012억 원

3. 추석절

9.1~9.30(30일간)

79건 107억 원

4. 김장철

10.16~11.30(45일간)

56건 26억 원

5. 사이버 불법거래

10.1~11.30(60일간)

69건 4 48억 원

6. 설·대보름

1.13~2.16(30일간)

58건 452억 원

7. 불법 농산물 수집상

2.17~7.16(150일간)

8 4건 54억 원

8. 민생침해사범

7.23~10.30(100일간)

538건 5,871억 원

9. 김장철

11.1~12.30(60일간)

50건 57억 원

10. 설·대보름

1.20~3.10(50일간)

75건 288억 원

11. 토착비리

3.18~6.30(100일간)

104건 4,945억 원

12. 불법·부정무역사범

7.26~10.31(100일간)

494건 6,854억 원

13. 김장철

11.15~12.14(30일간)

17건 16억 원

14. 설·대보름

1.10~2.18(40일간)

66건 313억 원

15. 추석절 민생침해

8.18~9.30(40일간)

61건 208억 원

16. 김장철

11.1~11.30(30일간)

41건 59억 원

17. 공정사회·공정무역

4.11~12.30(260일간)

2조8,072억 원

18. 보따리 수집상

11.3~12.1.2(60일간)

26건 17억 원

19. 설·대보름

1.2~2.10(40일)

15건 69억 원

20. 서민생활 안정

5.1~12.31(240일)

진행 중

21. 카네이션

5.3~5.14(10일)

9건 30억 원

3.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등의 토착비리 척결
(1) 개요
대통령께서는 2009.8.15 경축사 및 2009.12월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업무보고 시 토착(土
着) 36)비리의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관세행정 주변에 있어서도 지연·학연 등의 오랜 지역적 연고를 토대로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
37)

자 가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직접 가담하는 구조적 비리가 적발 38)되어 왔다. 이들 토착비리는
구조화·음성화된 관계로 적발이 어려우며, 다수 인원이 관련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되

36) 과거부터 관행처럼 지속되는 비리, 지역 토착세력의 구조적 비리 등으로 정의
37) 관세법 등에서 정하는 신고·등록·특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통관·하역·보관·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유관기관(단체) 소속직원, 공항
(항만) 청원경찰·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
38) 관세사 사무원이 관세포탈(1억원)토록 허위 송품장 작성('08.12), 포워딩업체가 LCL화물 속에 위조상품(27억원) 밀수입('10.1), 보세사가 밀수입 위조
상품(40억원) 무단반출('09.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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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상 폐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 및 무역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하여 구조적 토착비리에 대한 강력 대처가 필요하다.

(2) 추진내용
① 범칙조사 시 토착비리 관련여부 등 조사 강화
범칙조사 시 통관·하역·운송 등 지역 토착세력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동기, 위법
사실 인지·가담여부, 공범 등 관련 여부와 타법령 위반사실까지 전면 조사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0.3.18~6.30 105일 간 세관별 특별단속반을 편성, 6개 본부세관 117개 조
사반 688명을 투입하여, 토착화된 조직밀수 등 아래 6대 유형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②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③ 수출입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④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⑤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⑥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의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아울러,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은 조사 방향·방법 등에 대한 본청 조사 지휘를 강화하고,
법조별(밀수입, 부정수출입, 허위신고죄, 과태료 등) 적용요건 및 참조판례 등 D/B 구축·관리하여
위반유형이 다양한 허위신고죄 등은 주요 처벌사례를 시달하였다.

② 토착비리 적발 시 온정주의 지양 및 엄정 대처
범죄 모의에 관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깊이 관여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으며, 범죄 모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방조범 등으로 입건하였다.
또한, 행정질서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세관 수사권 밖의 타 법령 위반사실과 처벌 사실이 자격(등록)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기관
에 이첩·통보하였다.

③ 주요 사건의 조사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환류
주요 사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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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였고,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주요 유·무죄 판결,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판례, 주요 사건
의 불·변경기소 사유 등은 관세행정에 적시 반영하였다.

(3) 주요성과
2010.3.18~6.30 특별단속 결과, 104건, 164명, 4,945억 원을 검거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
비 건수 174%, 검거인원 242%, 금액 913% 증가한 것이다.

[표 208. 토착비리 검거 실적]
(단위 : 건, 명, 억 원)

구분

'09년(3.1~6.30)

'10년(3.18~6.30)

전년대비증감(%)

건수

38

104

174

검거인원

48

16 4

242

금액

488

4,945

913

유형별로는(금액기준) 조직밀수·사회지도층 밀수가 주종 39)을 이루었고, 법조별로는(금액기준) 외
환사범, 직접밀수가 상위권 40)을 차지하였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포워딩업체가 국내 조명업자들로부터 중국 출발에서 국내 반입까지 통관을 대
행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엉터리 중국산 조명기구 17만여
점(2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경우, 보세운송업자 등과 결탁하여, 국산담배 1,798,000갑(시가
40억 원)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보관 후 국내에 다시 반입,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
세운송 도중 시멘트포대로 바꿔치기하고, 담배를 빼돌려 밀수입한 경우가 있다.
[그림 54. 담배 밀수입 적발]

39) 조직밀수(57%) > 사회지도층밀수(26%) > 기본질서위반(14%) 순
40) 외환사범(51%) > 직접밀수(28%) > 원산지위반(6%) > 관세사법(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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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워딩업체가 미국에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인 명의를 도용하고,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
하여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급 포도주 등 4,430병(41억 원)을 자가소비하는 저가와인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림 55. 고급 포도주 등 밀수입 적발]

금번 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주변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조사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깨끗하
고 투명한 관세행정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본청 업무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역수입 담배를 보세운송 도중 밀수입한 사례를 통관국, 국경
감시과와 공유하였고,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 미비 사실을 통관국과 공유하였다.
덧붙여, 토착비리 주요 검거사례를 TV 프라임 뉴스 등에 방송·보도함으로써 관세행정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및 관세청 위상을 제고하였다.

(4) 향후과제
앞으로도 일명 ‘묻지마 포딩’ 등 무등록·무신고 상태로 각종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비제도권 토착
비리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4. 효율적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1) 개요
최근 세계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상표·저작·콘
텐츠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주요 선진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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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인 지식재산의 개발·축적에 집중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이 1985년 32%, 1995년 68%이던 것이
2010년에는 8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무역분쟁의 양상도 반덤
핑 제소에서 상표·특허 등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 등 국경조치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렇듯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적 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관단계에
서의 보호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보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지식재산권 국경보호 조치는 국가별로 보호범위, 대상 등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
긴 하지만, TRIPs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WTO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장치
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1967.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자간 조약들의 모든 운영조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협약을 조인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
허협력조약(PCT), 세계저작권협약(UCC) 등의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기존의 협약들로는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미흡하였고 신기술
분야 즉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회로설계, 생명공학 및 미생물공학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부족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을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끼치는 무역상의 문제라고 의식을 바꾸어 동 분야를 GATT 체제로 편입시켜 1986.9월 우루과
이 각료선언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였고, 1993.12월 우루과이라운드 일
괄타결과 함께 TRIPs(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협정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도 1995년 TRIPs
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세관의 국경조치도 함께 시행하게 되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 정책 수립시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권리자, 병행수입업자
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의견 수렴과정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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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요구사항도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드백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
고 있다.

(4) 추진내용
관세청은 세관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보호 신고대상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1995년
도에 상표권에 대하여 처음으로 권리보호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8년도에는 저작권, 저작인접
권,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관의 권리보호 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3.7.1부터는 특허권과 디
자인권까지 세관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경조치를 취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권리보호 대상물품도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및 복합환적화물, 보세구역 반입화물, 보세운
송화물, 일시양륙 화물까지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의 권한을 통관보류만 가능하던 것
을 유치도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2010.12.30 정비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세관 권리보호 신고, 수출입검사, 침해물품 적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
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다.
IPIMS는 신속하게 위조상품을 감정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권리자와 세관간에 정
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발견한 경우 IPIMS를 통하여 SMS, e-mail로 상표권자에게 침
해여부를 감정요청하고 상표권자 등 권리자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 등을 확인 후 위조상품여부
를 신속하게 감정하여 그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세관의 위조상품 식별능력이 향상되어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적법하게 수입하는 병행
수입의 신속통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주요성과
관세청에서는 2007년도 제1회 한·중·일 지식재산권 실무자그룹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1.10월에는
일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재권 보호성과 및 발전방안, 정보교환의 성과와 실무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브랜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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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초청하여 브랜드별로 위조상품을 식별하는 요령을 교육하는 등 내부직원의 단속능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국제공조와 통관담당직원의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관세청은 지식
재산권 위반물품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

[표 209.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표사범

682

9,279

698

12,329

674

9,250

485

5,966

367

6,046

저작권 사범

16

10

32

89

40

1,608

37

1,590

58

1,403

특허사범

5

7

-

-

-

-

-

-

1

66

기타사범

43

48

33

88

8

29

8

6

11

16

합계

746

9,3 4 4

763

12,506

722

10,887

530

7,562

437

7,531

※ 기타사범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임.
※ '11년도 지재권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92%로 가장 많고, 저작권 7%, 기타 1%순이다.

(6) 향후과제
내년부터 특허권, 디자인권이 권리보호 신고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준비
가 부족하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침해여부 판정에 보다 전문성을 요
하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 집단 활용, 특허청, 농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
등 이에 대한 준비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국민과 함께 하는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1) 개요
정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
습니다」 를 국정과제로 삼고 세부 과제를 추진해왔다. 관세청도 그 일환으로 위조상품 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을 노력을 기울였다.
지식재산권은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기업 가치로서 국가·국민 모두가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명품을 구입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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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에 대한 인식 41)없이 비싼 명품 브랜드에 대한 저항 방편 및 그 권력을 맞보는 유용한 수단으로
위조상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진품과 위조품의 구별법을 소개
함으로서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고, 위조상품 구매행위는 범죄를 조장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
럽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였다.

(2) 추진내용
① 2009년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 개최
관세청은 소비자 및 지식재산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5.27~ 5.29 3일 간 서울
COEX에서 제6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개막식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EUCCK 등 경제단체장
및 외교사절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 전시회는 43개 부스에 62개 브랜드가 참가하였으며, 2만여 점의 전시물품이 전시되었고, 3일
간 총 17,049명이 관람하였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많은 관람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여러 위조
품 가운데 진품을 골라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진짜를 찾아라’, 전시회
를 관람 중 익힌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퀴즈로 푸는 전시회’, 그리고 소비자가 보유한 위조상품을
자진반납하여 폐기처분하는 ‘짝퉁 자진반납’ 등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림 56. '09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41) 최근 5년간 짝퉁소비와 관련된 조사 결과, 약 55~70% 가량의 소비자가 최소 1회 이상 명품짝퉁 구입 경험이 있으며, 짝퉁상품의 불법성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33%로 나타났고, 짝퉁상품 판매·유통업자에 대한 처벌도 47.3%만이 찬성 <한-EU FTA비준을 계기로 다시보는 짝
퉁과 소비자 문제,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연구위원('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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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1년 위조상품 비교 전시회 개최
2011.7.6~7.8 3일 간 COEX에서 진짜·가짜 비교전시, FTA 효과 및 신종 밀수수법 등을 선보
인 제7회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유통빈도가 높은 가방, 의류 등 위조명품과 함께,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하는 위조 식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을 핵심품목으로 전시하여 위조상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가짜 산삼 등 먹을거리, 한류모방제품 42), 국내상표 침해 물품 43)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총 135개 품
목을 전시하였을 뿐더러, 티셔츠·운동화에 그림을 그려 어려운 국가에 기증하는 재활용 체험관 프
로그램 44)도 함께 운영하였다.
45개부스, 68개기업(브랜드), 2만여점의 상품으로 전시회장이 꾸며졌으며, 개막식 행사에는 통
상교섭본부장, 한국소비자원장, 이탈리아대사, EU대사관, AMCHAM 의장, EUCCK 이사, 태진아
홍보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57. '11년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42) 한류모방 : 참眞일슬露, 한국라면, 韓설화수, 한글기재 과자류 등
43) 국내상표 침해 : 청정원 미역, 자미안·SKIN FOOD 화장품 등
44) 120명 예정 → 475명 참여, 삼성중학교 등 8개팀 사전 단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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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성과
① 1만여 명의 관람객 유치로 위조상품 폐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인원이 전시회를 再관람할 의사가 있으며, 향후 위조상품 불
매의사를 표명하였고, 주한 美대사관 ICE, 프랑스대사관은 관람객이 가까이에서 가짜와 진짜를 비교
해 볼 수 있어 매우 감명 깊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활용 체험자는 상표를 제거하고 그림을 그려 어
려운 국가에 기증하는데 참여한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행사내용은 KBS 9시뉴스·MBC 뉴스데스크 프라임타임 보도 및 SBS·YTN 등 주요뉴스
로 보도되어 지재권 보호 의식이 확산되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지면 17개, 온
라인 14개 매체로도 보도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사회 억지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EPA(European Press photo Agency) 외신 보도, WCO(세관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홈페이
지(wcoasiapacific.org) 뉴스에도 게재되어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유관기관의 관심을 촉발, 지재권 보호 캠페인의 도화선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자체 전시관에 위조상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위조상품을 제
공받기 희망하였고, 중앙경찰학교는 지재권 단속을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
는 식별요령 등 노하우 제공을 요청하였다. 특히, 국제기구인 GACG(국제위조방지연합)에서는 관세
청을 2011 지재권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시상하였다.

(4) 향후과제
향후에도 위조상품 특별단속 등을 통해 관세국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
편, 인터넷 배너,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위조상품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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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성과
관세청은 그간 국민생활·사회안전 보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2008년 이후 매
년 6조 원에 달하는 가시적인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을 거양하였다.

[표 210. 불법·부정 무역 단속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관세사범

'09년
건수

'10년
금액

건수

'11년

'12.9월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36

6,549

2,067

11,291

1,978

6,624

1,359

3,294

지재권사범

777

12,481

733

10,859

530

7,561

436

7,531

대외무역사범

214

2,952

16 4

2,589

141

6,195

78

1,7 7 7

마약사범

149

618

200

198

175

620

172

336

외환사범

2,103

32,452

1,812

31,017

1,619

38,111

1,081

31,520

합계

5,279

55,052

4,976

55,954

4,4 43

59,111

3,126

4 4,458

특히, 주요검거사례에 대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국의 프라임타임(8~9시) 보도('08년
16건, '09년 46건, '10년 37건, '11년 46건)를 통해 대국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단속 분야별로는,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민건강과 국내 농어축산업을 보호하
였으며, 위조상품 특별단속 실시로 대내적으로는 국내 상표권자 보호, 소비자의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내 수출기업 브랜드를 보호하여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1989년
이래 20년 간 지정된 지재권 감시 대상국 지정을 해제('09~)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불법 외환유출 등을 차단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마
약류 대형 밀수를 적발하여 마약 청정국 위상을 수호하였다.
덧붙여, 관세청은 불법 수입물품을 차단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관세국경 단속기관으로 외부 평가
를 받고 있다. 국정원, 검찰청, 농식품부 등에서는 관세청을 국제범죄 대응활동 우수, 특별사법경찰
업무 우수, 농수산물 밀수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매년 포상해오고 있다.

7. 향후과제
관세청은 국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가산업과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무역경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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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의약품·먹을거리 등 주요 법익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폐기 등 신속한 사후조치
를 위해 식품위생법·약사법 수사권을 새롭게 확보하고, FTA 시대에 대비한 원산지 우회 수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 수출입·환적단계에서 全방위적 원산지
세탁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운영·수사기능을 통합한 지재권 국경보호센터(가칭)를 신설하여 특
허·품종보호권 등 세관 신고를 유도하고 해외진출 국내 브랜드 피해사례 수집·단속으로 국내 기업
의 지재권 보호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세법 상 허위·오인표시물품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허
위광고 등 유통단계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제3절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철저 차단
1. 개요
불법자금 유출입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국부유출을 발생시키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자금의 세탁
등 외환거래를 교란시키는 중대외환범죄의 차단이 중요하다.
국경간 불법자금 흐름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국경범죄의 이면에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거함으로
써 반사회적 관세국경 범죄 척결에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2. 추진내용
(1)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①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최근 5년 동안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중대외환범죄 단속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1년에는
1,656건, 3조 8,109억 원 상당 외환사범을 검거하였다. 특히, 단순절차 위반사범보다는 중대 외환
사범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사건 검거금액이 대형화 45)되는 추세를 보였다.

45) 재산 국외도피 건당 검거금액 : '11년 152억, '10년 70억 '11년 재산도피, 자금세탁 검거실적 : 3,950억 원(전년대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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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외환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억 원, %)

‘08년

구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2,4 41

32,759

2,243

31,751

1,816

28,565

1,572

3 4,159

1,043

29,43 4

재산도피

18

494

15

366

22

1,528

18

2,736

5

206

자금세탁

17

439

34

335

43

924

66

1,214

56

1,880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656

38,109

1,104

31,520

소계

② 주요 단속 사례

해외 컴퍼니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사범 및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장애인용품, 조달용품, 의약품 등의 수입가격 조작 등
사회비리 사범 척결에 집중하여 외환거래 공정성 및 국민생활 직결 분야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높였다.

2012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하였다. 페이퍼 컴퍼니는 물리적
인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절세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불법외환거래에 악용될 가
능성이 높아, 재산도피는 물론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에까지 연루되며 범죄자금 세탁에도 빈번히 이
용되고 있다.

[표 212. 관세청 페이퍼 컴퍼니 관련 검거 실적]
(억 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156

1

58 4

8

3,732

7

12,302

10

7,901

또한, 2012년 장애인 용품 및 조달용품 수입가격 조작업체 특별단속으로 수입단가 조작 업체를 적
발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조달청과 공조하여 장애인용품의 수입실태 및 문제점을 공동으로 분석, 혐
의업체를 선별, 단속한 결과,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한 업체 3곳을 검거(62억 원 상당)하였다.
아울러, 2012년 불법 환전상을 통한 사상 최대(1조 4천억 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으며,
2011년 군납비리 및 방산업체 등 불법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하여 수입단가를 뻥튀기로 납품대가 사기
등 6건, 160억 원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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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2011년 해외 공급자와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가격부풀리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건강보
험재정 파탄 요인이 되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자금 조성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입단가 뻥튀기를 통한 납품대가 사기 등 7건, 389억 원을 적발하였다.
추가로, 2011년 해외법인은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 해외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후
다시 외국인투자 형식으로 국내유입시켜 지분을 불법 증식한 자금세탁 등 8건, 4,703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고, 해외여행자 5천만 명 시대를 맞아 업체 간 경쟁이 심한 면세점에 대하여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외환거래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건, 771억 원 상당을 적발(과태료 2
억 원 상당 부과)하였다.
또한, 2011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선별 TOOL」 을 이용하여 허위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가공의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해외로 자금을 도피한 15건(은행피해
미화 3천만 불)을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비거주자 전용 외화예금 계정인 「대외계정」 을 통해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단속('10년), 수출보험제도 악용, 고의수출부도 후 수출보험금을 수령한 재산국외도피 단
속('10년), 중계무역대금 지급·영수를 가장한 불법 차입·상환 및 재산국외도피 단속('10년), 자
금세탁, 재산도피등 불법외환거래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해외유령회사를 이용한 혐의업체 단속
('09년), 미술품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 점검('08년), 적자기업 증가와 재산국외도피 가능
성에 따른 부실업체 정보분석('08년), 외화불법유출차단 특별단속을 위한 고액환전자 및 해외 증여
송금자 점검('08년)을 추진하였다.

(3)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① 도입배경 및 구축현황
범죄자금 및 재산도피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고 우범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고도
의 외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② 시스템 구성내용
[외환자료 모니터링] 기업의 무역관련 외환자료를 분석하여 이상치가 발생시 우범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외환 우범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업체 외환프로파일] 또한, 업체별 외환자료 모니터링, 기타 외환정보, 지분율·주가정보 등을 같
은 시스템 내에서 쉽게 조회할 수도 있다.
[외환 위험요소] 특히, 최근의 검거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선정·투입하면 우범업체의 리스트
가 자동추출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상호 조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였다. → 혐의업체 群 선별
간소화 및 우범업체 지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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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계]

기본계획
수립

분석 및 설계

데이터 구축

화면·데이터
연계

화면 개발

테스트

(4) 효율적 재산국외도피 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① 홍콩 관세청과 외환범죄 공조 채널 강화('11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홍콩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
로 한국 및 홍콩에서 3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홍콩 관세청으로부터 혐의자의 소재 및 금융거래내
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조채널을 체계화하였다.
홍콩 측에서 7건의 정보제공을 받아 5건 3,952억 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 사범 등을 검거하였고
홍콩 측에는 우리나라의 외화 휴대반출입 신고 제도 등 홍콩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관련 정보를 제
공하였다.

[표 214. 홍콩 관련 외환범죄 검거실적]
(단위 : 건, 억 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37

2,268

26

3,823

35

9,422

21

23

재산도피

4

104

5

6 46

5

1,045

1

5

자금세탁

2

51

2

366

4

306

1

5

합계

43

2,423

33

4,836

44

10,7 73

23

33

② 해외 사설정보업체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단속 역량 강화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료(증거) 수집 및 해외 은닉재산
파악 등 관련 정보 입수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정보 입수에 한계가 있었으나, 조사요원이 현지에 직
접 출장가지 않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홍콩·미국·필리핀 등의 해외사설정보 업체를 통해 재산도피 등 도주 피의자
소재 및 혐의업체의 법인 정보 등 5건의 정보를 조회하여 수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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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ATF 총회 참석 등으로 무역가장 자금세탁 등 동향 정보 입수 및 아국 제도 해외 홍보
2009년에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 주요 법집행기관의 일
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관련 동향을 꾸준히 입수하여('09년~'11년) 관세청의 자금세탁
단속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 APG(아태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 워크숍(부산)을 통해 관세청의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와 관세청의 위상을 제고하였다.('11년)

(5) 우리나라의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지원('09년)
① 휴대반출입 단속강화(FATF 특별권고안 제9조)
범죄수익의 국가간 이동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은 외화밀반출입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세탁 등
880억 원상당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수익의 국가간 이동 차단 시스템을 강
화하였다.

② 테러 등 불법자금의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휴대밀반출입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하였다.

③ WCO주관 「국가간 불법자금 거래 단속 작전(ATLAS)」 에 참여하여 우범여행자 정보공유를 통
해 외화휴대밀반출입을 이용한 불법자금의 국가간 이동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기반
구축에 일조하였다.

④ 우리나라의 FATF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 실시
자금세탁 방지 및 국제금융경쟁력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관분야에 대한 FATF 상호평가 수감·
단속활동 홍보 및 2009년 FATF 정기총회 참석( 6 . 21 ~ 26 )함으로써 2009 . 10월 우리나라가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기여하였다.

(6)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단속기반 확충
① 수사권 및 검사권 확대
관세청은 1995년 휴대밀반출입 수사권 확보 이후 수출입거래 및 수출입 관련 용역·자본거래 검
사·수사권 등으로 권한을 확대하였다.
단순절차 위반사범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권을('09년) 확보하였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한국은행과
공동검사권을 확보('11년)하여 불법외환 거래 단속권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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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외환검사권 및 수사권 46) 확보 연혁]
시기

주요 연혁

1995. 1. 5

■ 외화 등 불법 휴대반출입사범에 대한 수사권 확보

1997. 5. 1

■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거래에 대한 검사권 확보

1997.12.13

■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

2001.11.28

■ 자금세탁 관련 수사권 확보

2006. 1. 1

■ 수출입 관련 자본거래에 대한 검사권 확보

2008. 9.14

■ 수출입 관련 자본거래 수사권 확보 및 재산국외도피 수사권 확보

2009. 2. 4

■ 대체송금을 이용한 불법 지급·수령자에 대한 검사권 확보
■ 외환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 확보

2010.12.10

■ 대체송금 관련 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

2011. 8. 1

■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권 확보(한국은행 공동)

② 외환사범 과태료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정비
단순절차 위반 사범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09년), 과태료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외국환거
래 규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 절차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 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도입하여 전과
자 양산을 방지하였다.
외환과태료 처분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10년) 업무프로세스 정확도를 높였다. 외환과태료 부과
절차, 해석사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500부)로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효
율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외환 과태료 검거동향 통계 시스템을 구축('10년), 과태료 처분 정책 자료 기초를 마련함으
로서 외환 과태료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처리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③ 외환거래 자료 입수 확대
불법외환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외계정 47) 외환자료를 입수('10년)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해외 고액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입수 48)('12년)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모니
터링 범위를 촘촘히 하였다.

④ 중대외환범죄 중점단속 기반 마련을 위한 탄력적 조직 운용
현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정보분석 T/F」 를 구
성('12년)하여 본청-세관 합동으로 홍콩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업체를
46) 검사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수사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47) 대외계정은 국내와 해외로 연결하는 계좌로서 불법거래에 연루되기 쉬우나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분야
48)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전 2만 불 이상에서 1만 불의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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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분석하였다.
한편, 「불법자금 유출입 감시단속 강화」 를 위한 전청차원의 단속계획에 부응하여 외환조사 가용인
력을 총동원한 「외화 해외도피 특별점검 T/F」 를 구성하였고, 본청과 세관의 조사 전문요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법외환거래의 위험인자를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T/F」 를 구성('09년), 운영하기도 하였다.

(7) 해외 정보수집 반경 확대
해외 현지 정보수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외환조사요원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 및 재산국외
도피 등 중대범죄의 증거 수집 역량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 주요 외환범죄 상대국
에 매년 5팀 정도를 지속 파견하여 환치기계좌 정보 및 불법 해외 부동산 구입 정보 등을 입수하였다.

(8) 미래 대비 조사요원 역량 강화
① 「첨단 외환범죄 연구회」구성 및 운영('09년)
신종 불법외환거래의 출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외환조사 요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외환조사요원 교육(매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통한 정기 외환조사 교육 및 금융연수원의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외환
조사 전문요원을 배출하고 있다.

(9) 기업 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한 외환 관련 정보 적극 제공
① 외국환거래 자가측정시스템 구축('10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스스로 외환거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문 진행 후 외국
환거래법 위반여부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려운 외국환거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여 선량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였다.

② 수출입 업체를 위한 외환거래설명회 개최('09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외환사범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
기업 등 외환 규정 설명 수요가 높은 업체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
회를 통해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환거래절차를 책자로 제작 49)·배포하여 기업내 비치하여 상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49) 수출입업체가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 유형 및 외국환제도 설명(1,500부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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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성과
(1) 반사회적 외환사범 집중 단속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입 가격조작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
치는 중대외환범죄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

(2) 사회비리 불법외환거래 단속 지속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장애인 용품 단가 조작, 군납물품 가격조작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
의 비리에 엄정대처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3) 불법외환거래 차단 체계 강화
불법 외환거래 효과적 차단을 위한 규정 정비, 국제공조 강화, 조사요원 교육 등을 통해 해외 불법
자본유출 차단 역량을 강화하였다.

4. 향후과제
(1)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새로운 업무권한 확보
① 수출입기업의 일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외환검사권 확보
수출입기업의 수출입·자본거래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른 일반 용역·자본거래상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외환검사권 확보가 필요하여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② 무역관련 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권 확보
수출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한 횡령·배임·사기 사건에 대한 일괄조사와 고가 허위신고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무역사기죄 등 신설에 힘쓰고 있다.

(2) 대외 정보수집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① 그 간 취약했던 정보수집 및 홍보 강화로 외환범죄에 선제 대응
외국 관세(외환조사) 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국제금융조사 협력센
터’ 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범죄 관련 해외 관계자 등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관세조사관 파견, 수사팀 현지 출장, 해외 탐정 고용을 활성화하
고, 교민신문·외항기 기내 잡지 등에 불법외환신고를 적극 홍보하며, 본부세관별 관할 시중은행 외
환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의심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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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양한 내·외부 정보의 축적, 고급 외환조사 인력 양성 등으로 정보·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기반 마련, FIU 혐의거래정보 DB 및 제3자 고발(자본거래)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기업 정보
의 구매·탑재 등 내·외부 정보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수사교육기관
(FLETC) 등 외환범죄를 관할하는 전문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제4절 마약류 국경통제 강화
1. 개요
마약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로 인하여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세계 각국은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남용방지를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국내유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대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범국發 마약밀
수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내외 마약단속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불법마약류 밀
수차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추진내용
(1)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사전차단('07년)
① 마약밀수루트 다원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
자체 환경분석 및 업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범지표를 선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을
통한 최신 마약정보 수시입수 및 D/B를 갱신하고, 내·외부전문가로 T/F팀 구성, 유사시스템 벤치
마킹,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하여 ‘마약 밀수 루트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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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마약밀수루트 예측시스템]

② APIS·C/S 등 관련 업무시스템에 연계·활용하여 우범분야에 대한 경보발령 및 집중단속 실
시로 마약밀반입 사전 차단
마약관점의 선별 강화·검사의 우선순위 부여 및 단속인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우범
여행자 마약선별기준개선 및 목록통관 선별기준 모형개발('07.10월) 등 마약류 예측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였다.

③ 마약류 예측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전직원 마약단속
역량 강화
마약류 밀수단속민관협의회(4.18),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2회) 및 전국세관 마약수
사정보교류회 개최(4회)를 통해 대내외 단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마약단속 활동 및 시스템
을 홍보하였다. 또한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 할 마약상식」 책자 및 동태관찰 로드맵에 의한 동태관
찰기법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림 58. 마약상식 책자 및 동태관찰기법 동영상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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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세청 최초로 미국·중국·독일 등 국내 주재 9개국이 참가한 국제마약 조사관계관 회
의를 통해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교환망 확대(12→15개국)로 정보교환('07년
556건)을 활성화 50)하였다.

(2) 마약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국경단속 강화('08년)
① 마약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신속한 마약류 밀반입 정보 제공
마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밀반입 경로별 위험지수를 예측하여 전국세관으로 전파하고(11회), 고
위험분야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4회)하였으며,「마약밀수 적발사례 및 국제동향」발간·배포(매월) 및
최신 밀반입정보·적발사례를 실시간 제공(18회)하였다.

② 마약단속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및 단속마인드 고취
주요 공항만세관 순회 마약교육을 실시(5.15~22)하였고, 美 DEA 전문교관 초청 ‘여행자동태감
시기법 세미나’(11.10~14) 및 마약상식경진대회 개최(10.23~24)와 함께 마약류 밀수단속 업무매
뉴얼을 제작·배포(9월)하여 조사단속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③ 국내외 마약단속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관세청·경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를 개최(2회)하고,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상시운영하였으
며, 국제정보교류를 위한 실시간 정보교환대상국을 확대(15⇒17개국, 정보교환건수 783건)하였다.

(3)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밀수유형별 특화단속기반 조성('09년)
① 마약밀반입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밀수취약분야 특별단속실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남아공發 중계밀수출 특별단속 ‘희망봉 100일 작전’(3.1) 및 필로폰 등 밀수
출입 차단을 위한 ‘두바이작전’(10.13~12.31) 등 마약류 중계 밀수출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작전
을 실시하였고, 신종마약류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84개) 차단 요청으로 마약류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11.23)하였다.

② 마약단속 역량제고를 위한 장비·교육 강화 및 단속마인드 확산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시스템, 영상저장장치를 도입(3,6월)하고, 마약탐지견(6두)
을 인천공항 배치, 주요 공항만 순회교육을 실시(2회)하는 한편, 대리운반 위험성 등을 각종 언론매
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14회)하였다.

50) 중국·일본 당국과 국제공조로 중⇒한⇒일 루트 국제조직밀수 적발(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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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외 마약단속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축으로 정보수집 등 역량강화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대책협의(11회) 및 마약수사공조회의 개최(2회)하고, 검
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국제정보교류·공조강화를 위한 실시간 정보교환대상국
을 확대(17⇒18개국, 정보교환건수 867건)하였다.

(4) 마약류 국경차단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10년)
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국제범죄 단속 확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반입·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이트 차단·구
매자 추적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외국인범죄·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국제범죄전담조직을
신설('10.1월)하고,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지능범죄 단속 51)을 강화하였다.

② 정보분석에 의한 Targeting 등 마약류 밀반입차단대책 수립·시행
밀반입루트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우범국가 여행자 ·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경로별 특화단
속으로 밀반입을 사전차단하고, 최근 마약우범자 검사선별 착안사항 등에 대한 휴대용책자를 발간·
배포(7월)함과 더불어, 우범여행자 Targeting 지침을 통보(분기별)하였다.

③ 다양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정보교류·공조체계 강화
경찰청, 美 DEA 참여 ‘마약수사공조회의’ 개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공조를 위한 지
역별 거점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를 선정하고, Hot-Line을 구축하였다. 또한, WCO
RILO AP NCP(아·태지역정보연락관) 회의개최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확충하였다.

(5) 단속시스템 강화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11년)
① 마약류 밀반입 차단역량 제고를 위한 단속대책 수립·시달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아프리카發 대규모 필로폰 공급 차단을 위한 단속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
으로 인천공항세관 중심의 마약류 특별단속작전(Matrix 2011)을 실시(6~12월) 52)하였다. 추가로,
신종마약류 밀반입차단을 위한 불법 판매사이트 접속차단(2월) 및 미군사우편물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11월)하였다.

② X-Ray, 휴대품검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휴대품검사관실 전직원(300명) 대상 집중마약교육을 실시(10월)하고, 휴대품 검사강화방안을 마

51) 모바일 포렌식('10.8월 도입) 단속실적 : 4건 79억원
52) 1kg이상 대형 마약밀수 적발급증 : ('10년) 2건 2.9kg → ('11년) 10건 1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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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12월)하여,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감시과·여행자정보분석과·마약조사과 합동 마약
우범자 집중검색 T/F팀을 운영(총 25명)하였다.

③ 마약폐해 및 대리운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마약류 대리
운반근절 캠페인’을 공동 실시(6월)하였다. 또한, 지하철·KTX 등 대중교통 및 민간포털을 활용한
공익광고(10월)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6) 마약류 밀수 적극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강화('12년)
① 세관 마약류 적발역량 고도화방안 수립·추진
마약우범자선별 및 휴대품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마약우범자선
별지침을 시달(1월)하고 검사선별·검색매뉴얼을 발간(2월)하였다. 더불어, 탐지견에 의한 마약류
단속역량제고를 위해 운용실태를 점검(2월)하고 마약탐지 조사요원을 재배치(3월)하였다.

②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방안 수립
미군사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통한 합성대마(JWH-018) 등 신종마약류 밀반입차단을 위해 선제
적 대응방안을 마련·시행(4월)하였고, 외항선원 등에 의한 마약류 밀수단속방안도 수립·시달(4
월)하였다.

③ 마약 등 국제범죄단속을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WCO 감시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역정보 조직으로서 WCO로부터 조사감시분야 임무를
대폭 위임받아 아·태지역 세관조직의 정보센터 및 조정자(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WCO RILO AP(아태지역정보센터)를 관세청 최초로 유치, 개소하였다.

3. 주요성과
(1)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사전차단('07년)
① 우리청 최초의 ‘마약류 특별단속작전’ 수행으로 적극적·공세적 단속추진
전국 47개 반 421명으로 구성된 총체적 특별작전(5.1~6.30)을 수행하여, 총34건, 5.2kg,
138억을 적발(전년동기대비 중량 435%, 금액 672% 증가)하였고, ‘마약류 은닉도구 전시회’ 기획·
개최(5.1~6.30), 언론인터뷰·기고(5회),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포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대외협력 등 전청적(全廳的) 단속체계 구축으로 불법마약류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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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였다.

② 마약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과학적 단속체계 확립
미래위험도 예측을 통한 고위험분야 집중단속체제로 전환하여 자체 적발역량을 대폭 제고('06
년 56% → '07년 66%)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마약밀수에 선제 대응하여 주요마약류 적발실적 또한
('06년 160건 → '07년 184건) 급증하였다.

③ 동태관찰 역량강화 등 통관·감시·조사 직원 마약단속역량 강화
호주 동태관찰 동영상 번역·배포, 마약류 적발수기 공모 및 마약류 단속환경 정비를 내용으로 하
는 2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신종마약, 최신 밀수수법 및 국제마약 밀수동향 자료 등을 수
집·분석하여 전국순회 마약교육을 실시하였다.

(2) 마약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국경단속 강화('08년)
① 마약밀수 예측시스템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종합단속망 구축
마약류 특별단속 작전수행 등으로 총 40kg, 717억 원 상당을 적발(전년동기대비 중량 21%, 금액
40% 각각 증가)하였고, X-Ray 검색,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검사 등 통관·감시분야 마약단속
지원활동 강화로 자체 적발량 53)이 크게 증가하였다.

② 해외단속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형마약 중계밀수 적발
코카인(8.8kg, 258억원), 메스암페타민(4.4kg, 132억 원) 등 대형 중계밀수가 다수 적발되었
다. 중계밀수 적발실적이 ('06년)4건 35억 원 → ('07년)2건 50억 원 → ('08년)8건 39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③ 국내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로 합동단속실적제고 및 마약퇴치우수기관 표창 수상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실적이 증가(55건, 전년대비 12%증가)함과 아울러, 마약퇴치우
수활동으로 국내마약단속 유관기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3)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밀수유형별 특화단속기반 조성('09년)
① 유형별 특화단속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으로 사회적 비용 지출 절감효과 달성
타 수사기관에 비해 관세청의 인적 효율성이 매우 우수(15.4배↑) 54)하며, 단속 노력으로 필로폰 등

53) 단속실적 : 29kg, 401억원 적발(전년동기대비 중량 93%, 금액 124% 증가)
54) 기관별 인력·검거금액 : 관세청 75명, 1,729억원(67%), 타기관 569명, 845억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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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40kg, 617억 원을 적발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손실비용 55)(1조 6천억 원)을 절감시켰다.

② 마약 단속마인드 확산 등 내부역량강화를 통한 단속효과 증대
탐지견, X-Ray 등 자체 정보분석 및 정밀검사를 통해 대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여 그 적발실적
도 ('07년) 2건 14억 원 → ('08년) 8건 355억 원 → ('09년) 20건 407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③ 국내외 정보협력기반 전략적 단속실시로 사상 최대 적발실적 달성
마약류 중계 밀수입사건56)을 관련국에 정보제공하여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국가 간 점조직형태로 밀
반출입된 마약류를 사전차단하였다.

(4) 마약류 국경차단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10년)
① 국내외 유관기관과 수사·정보공조로 튼튼한 관세국경관리 구현
검찰·美 DEA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 수사공조를 통한 마약류 적발실적이 급증('09년 25건
⇒ '10년 45건) 57)하였고, WCO, RILO 및 외국세관 등 해외 마약단속기관과 실시간 정보교류(953건)
로 Global 협력도 강화되었다.

② 마약류 밀수경로별 특화단속 실시 및 적발능력 강화
마약류 반입 주경로인 우편물, 특송화물 및 여행자 단속역량 집중하여 사전 차단역량을 획기적으
로 제고 58)하였고, 순회마약교육 및 워크숍(4회)을 통한 통관·감시직원 등 세관자체역량에 의한 마약
류 적발능력 또한 향상 59)되었다.
③ WCO RILO AP NCO(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60)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향상 및 마약단속
기관으로서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 제고
RILO 회원국간 공동프로젝트(DSINS 61) 등) 추진논의 및 마약 정보교환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55) 필로폰 1kg의 시장유통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 388억원(형사정책연구원)
56) 남아공·터키·캄보디아·중국發 마약류 중계 밀수입사건(14건)
57) 검찰, 美 DEA 및 아랍에미레이트 세관당국과 합동단속으로 무수초산 420ℓ 밀수출 적발
58) 광맥작전과 페르시안 작전 특별단속실시 : 37건, 108억 원 상당 검거
59) 마약류 단속실적 급증(3배↑) : 194억 원('10년) → 620억 원('11년)
60) WCO RILO AP 29개 회원국 및 WCO 등 관계자 50명 참석(11월, 제주도)
61) Drug Seizure Immediate Notification System(마약적발즉시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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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속시스템 강화로 마약류 밀반입 원천차단('11년)
① 국내 최고의 마약단속기관으로서의 국민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X-Ray, 탐지견, 정보분석 등 세관 자체적발능력 강화를 통해 마약류 국경단속역량을 고도화하였
고, 국내 주남용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10년내 최고수준의 적발실적 62)을 거양하였다.

② 국내외 단속기관간 수사·정보공조체계 및 민간협력 강화
美 DEA와 실시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한·중·일 조사실무자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3국간 긴밀
한 수사 공조망을 구축 63)하였고,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MOU체
결 등 민간협력을 강화하였다.

③ WCO RILO AP 관세청 유치 및 완벽한 운영체제 구축
마약 등 불법거래, 부정무역 등 국제범죄단속을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간 조사분야 국제협력 및 공
조를 강화하였고, 국내외 핵심인력 확보 및 WCO RILO AP운영을 위한 외형적 기반시설, 정보시스
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6) 마약류 밀수 적극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강화('12년)
① 국내외 적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책수립·시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범여행자·화물 Targeting 정확성을 제고하여 ‘12.9월말 현재 마약류 172
건 22,597g 336억 원 상당을 검거(전년동기대비 건수 34%↑)하였다.

②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한 밀반입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美 군사우편물 처리프로세스 점검으로 검색요원 추가투입( 1명→5명), 개장검사 비율상향
(0.5~1%→1~2%)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한미군 관련 합성대마 적발실적이
('11.9월) 5건 0.8kg → ('12.9월 ) 6건 6kg로 크게 증가하였다.

③ 해외단속기관과 국제범죄 단속역량 결집 및 국제화 역량 제고
국제범죄단속을 위한 WCO와 RILO 회원국과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 Global 동반자
정신을 구현하였을뿐더러, WCO RILO AP 개소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64)하여 국제화 역량 홍보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62) ('10년)6.4kg → ('11년)18.3kg 2.9배 증가, 59만 명 동시투약분 국내반입사전차단
63) 마약단속기관간 공조를 통한 적발실적 급증 : 32억 원('10년) → 244억 원('11년)
64) 관세청 최초 국제기구유치홍보(KBS 등 4개방송사 및 세계일보 등 15개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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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과제
(1) 신종 마약류 밀반입 차단체계 구축
① 신종마약 특별단속본부 설치·운영
신종 마약류 주요 밀수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APO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확고한 단속의지
를 대내·외 천명하고자, 본청 지휘 하에 마약조사·통관 합동검색팀, 탐지견·X-Ray 및 이온스
캔 등 65)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집중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217. 특별단속본부 구성도]

단속본부장
(본청 조사감시국장)

WCO RILO A/P

총괄 팀장

해외정보 제공

관세중앙분석소
인천공항 분석실

(본청 국제조사팀장)

마약조사팀

특송화물단속팀

국제우편단속팀

(팀장: 공항 마조과장)

(팀장:김포 조사심사과장)

(팀장:우편검사과장)

마약조사·탐지팀

인천공항 특송팀

국제우편검사팀

마약조사 2개팀 (14명)

특송통관검사
2개팀 (12명)

우편검사팀(12명)

정보분석팀

김포세관 특송팀

APO팀

정보분석팀(6명)

김포 특송화물검사팀
(12명)

미군사우편물 검색팀(5명)

② 마약정보조직 신설을 통한 정보력 강화
본청 및 본부세관 신설 정보부서 내에 마약정보팀을 편성 66)하여 국내외 마약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및 검사선별을 추진할 예정이다.

65) 美DEA 주관 마약총회에서 소개된 휴대용 합성마약 검색장비 도입 추진
66) 일본 : 동경세관 JCITAC내 정보그룹 7팀 중 마약전담 2개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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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O RILO AP와 공조를 통한 단속역량 제고
① RILO AP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적발역량 강화
WCO RILO AP(아태지역정보센터)를 통해 30개 회원국 간 신종마약류 적발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합성마약(Designer Drugs)정보 D/B를 구축함과 아울러 국가 간 통제현황
공유를 통한 신속한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 추진
아국주도로 아태지역 회원국 대상 정보분석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종마약 정보 지원 및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67)를 추진할 것이다.

(3)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① ‘신종마약 반입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가칭)’ 구성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유사체, 동족체 등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신종 환각물질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하
여 D/B로 관리함은 물론, 식약청에 임시마약류 지정 요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관세중앙분석소), 대검찰청, 식약청, 국가정보원, 경찰청(국과수) 및 美마약단
속청(DEA)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정기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상시
개최하려고 한다.
[표 218. 유관기관 협의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마약감시실

관세청
미국 마약단속청

국가정보원

② 특송업체와 신종마약류 밀수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마약류 의심화물에 대한 특송업체 등의 활발한 신고유도의 일환으로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송
업체와의 실질적 Contact Point를 재정비하고, 우범화물 발견 시 적극적인 세관신고를 유도할 예정
이다.
67) 중국제안 프로젝트 : Crocodile(담배), Sky-hole-patching(환경파괴물질) 홍콩제안 프로젝트 : DSINS(공항만 마약적발즉시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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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세국경감시

제1절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1. 개 요
G20 서울정상회의가 2010.11.11 ~ 11.12(1박 2일)동안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이라는 주제로 G20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일정은 비즈니스써밋 개막총회,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을 시작으로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세션1, IMF개혁방안 채택과 금융위기 국제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세션2,
개발도상국 지원 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세션3, 새로운 자본 국제유동성기준과 금융회사 구제방안 채
택을 위한 세션4 및 원자재 가격문제 논의와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세션5로 편성되었다.

[표 219.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일정]
일자

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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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 내용

08:00~09:20

- 비즈니스 써밋 개막총회, 대통령 연설

09:40~12:00

- 오전 세션, 무역확대방안,에너지 효율화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등

12:20~14:00

- 오찬 및 사진활영

14:30~16:20

- 오후 세션, 중소기업 육성방안 논의

16:30~17:30

- 공식기자 회견, 공동성명발표(피터블라백 네슬레 회장)

18:00~19:00

- 환영리셉션, 정상들 첫 회동

19:00~21:00

- 업무만찬, 세계경제상황 점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논의

09:00~10:00

- 세션 1,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 적자 완화방안(환율문제)논의

10:00~11:00

- 세션 2, IMF개혁방안 채택, 금융위기 국제공조방안 마련

11:00~11:30

- 정상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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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40

- 세션 3, 개발도상국 지원 행동계획 채택

12:40~14:10

- 업무오찬,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

14:15~14:55

- 세션 4, 새로운자본, 유동성기준과 금융회사 규제방안 채택

14:55~15:20

- 세션 5, 원자재 가격문제 논의,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15:20~15:30

- 폐회식, 정상선언문 채택 및 폐회선언

16:00~18:30

- 의장 기자회견, G20배경과 의의 설명

(1) 개요
세계적 국제행사인 동시에 우리의 위치가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G20서울 정상회의’를 완벽
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대회를 방해하려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성공적 개최를 할 수
가 있다.
관세청 조직을 성공개최 총력지원체계로 전환, 여행자·화물에 대한 감시강화와 정상 등 참가자
에 대한 신속통관지원 대책 수립, 이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여 보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대테러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G20준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
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전청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G20정상회의의 총력지원을 실시하였다.

(2) G20정상회의 추진기구
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 사 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대통령실 수석·
광역단체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회의준비를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에는 실무조직으로 기획조정단(기획), 행사기획단(행사), 홍보기획단(홍보)을 두었다. 관
세청은 행사기획단에 포함되어 통관지원대책 등 신속통관업무와 관련이 있다.

② 경호안전통제단(단장 : 대통령실 경호처장)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며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의 지원 및 인력동원
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은 경호용 총기류 반·출입, VIP 등 입·출국 시 안전지원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경호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실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에 따라 국정원, 군, 검찰, 경찰, CIQ기관 등 25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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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은 경호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휴대
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추진내용
(1) 전청적 추진체계 확립
① 전략체계도
[표 220. G20 서울정상회의 전략체계도]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완벽지원

안전한
국경관리

3대 중점분야 10개 추진과제

신속한
통관지원

G20 관세행정지원
추진체계 확립

보유자원
활용 극대화

분야별 안전관리 및
통관지원

■ 관세청 G20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력보강 및 재배치

■ G20 종합상황실
구축·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제강화

■ 과학검색장비 재배치 및
효율적 활용
■ 테러물품 적발능력 향상 및
정보역량 강화

■ 공항분야 안전관리 및
신속통관 지원
■ 항만분야 안전관리
■ 수입화물 등 안전관리
■ APO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② 관세청 G20정상회의 추진위원회
관세역량을 집중하여 각국 정상의 입·출국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청차원의
특별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차장을 위원장으로 안전관리는 조사감시국장이 담당하고 신속통관지원은 통관지원국장이 담당하
였다. 그 아래에는 관세국경감시과장, 조사총괄과장, 국제조사팀장,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요임무는 G20 종합추진대책 기획수립 및 실무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평가와 정부부처간 업무
분장에 따른 우리청의 정책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G20정상회의 전담은 관세국경감시과 소관으로 G20상황실운영, 분야별 상황업무 취합 일일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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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G20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전파 및 세관상황실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요업무로 한다.
[표 221. 관세청 G20 추진위원회 편성도]

위 원 장
차장

관세청종합상황실
관세국경감시과

안전관리

통관지원

조사감시국장
조사총괄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통관지원국장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

③ G20 상황체제 운영
○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
G20정상회의('10), 핵안보정상회의('12)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세국경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G20정상회의 대비 위험관리 정보통합 및 전국 감시상황을 실시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준공('10.10월)하였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으로 9개 세관 415개 CCTV를 연계하여 감시현장(해상, 육상, 공항, 화
물)과 관세국경종합상황실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222. 일선세관 동향 및 정보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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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관세국경종합상실을 G20 정상회의 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본
부세관과 직할세관은 기 설치된 감시종합상황실을 활용하였으며, 감시종합상황실이 없는 세관은 세
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조직을 편성·운영한다.

[그림 59.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전경]

○ G20 정상회의 대비 단계별 상황체계
본청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전국세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세관의 일일상황보고
(청·차장님) 등 실시간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호처 등 행사기관 간
Hot-Line을 운영한다.
[표 223. 상황관리 체계도]

본청추진위원회
(위원장 : 차장)

경호안전통제단
본청 종합상황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테러정보 통합센터
서울본부
세관

인천공항
본부세관

부산본부
세관

인천본부
세관

산하세관 상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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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세관

광주본부
세관

평택직할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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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체제는 정상회의 임박기일에 맞춰 ‘주의단계’·‘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주
의단계’는 2010.5.20~10.31까지로 본청 및 본부와 직할세관 위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당세관
은 재택근무를 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하였다. ‘경계·심각단계’는 2010.11.1~11.14 기간동안 전국세
관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 3회 일선세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동향을 본청에
보고토록 하여 실시간 상황을 관리한다.
한편, 일 3회(15:00, 20:00, 06:00) 관세청 동향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였다.

[표 224.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단계별 근무체계]
구분

1단계

기간

- 2010.9.1.~10.31.

- 2010.11.1.~11.15.

- 본청, 본부 및 직할 세관

- 산하세관까지 확대

본청

- 관세국경감시과장

- 조사감시국장

세관

- 대테러담당 과장

- 대테러담당 국(과)장
- 산하세관 : 대테러담당 주무

본청

- 상황반 4명 24시간 근무

- 상황반 4명 24시간 근무

본부
·
직할
세관

- 감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중심으로 각세관 실
정에 맞게 편성
* 감시종합상황실이 없는 대구, 광주세관의
야간은 당직자 활용

-상
 황반을 편성(감시종합상황근무자 포함 4
명) 24시간 근무
* 대구·광주·평택세관은 2명

산하
세관

- 본부세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동향보고

- 대테러 상황반 편성·운영
- 휴일 및 야간은 당직자 또는 최소인력으로 운영

본청

- 08:30까지 (청, 차장님)

- 08:00까지 (청, 차장님)

세관

- 07:30까지 (본청상황실)

- 07:00까지 (본청상황실)

운영기관
상황실장

근무형태

상황보고

2단계

※ D-Day 기간(11.10.~11.12.) 지원(파견) 근무
- 관세국경감시과장 외 1명 ⇒ 인천공항세관 상황실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 서울공항

④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 대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관세청장 서한 발송
관세청장은 2010.9.1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 관세당국 최고책임자에게 G20정상회의 안전
개최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 발송국은 우리나라와 세관 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이다. 관세청은 1986.7월 캐나다
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5개 국 관세행정당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한에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자, 여행자휴대품, 특송화물, 우편물, 일
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색과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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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러범과 테러물품의 입국, 반입 예상경로를 사전에 분석해 테러우범자, 우범물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국 관세행정 당국도 우리나라로 향하는 화물 등에 대
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 호주, 홍콩, 인도 관세청장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관세행정에 협조하겠
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림 60.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 지원요청 서한 영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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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협력
G20 준비위원회, 경호안전통제단 등 유관기관과 안전한 국경관리·신속통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집중·반복적인 점검회의에 참가하여 빈틈없는 준비과정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표 225. G20 정상회의 관련 주요회의 내용]
일시

내용

주관부서

'10.1.19

- G20정상회의 준비일정 및 추진경과 파악

준비위원회

'10.2.17

-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점검회의
· 정상회의 성격 및 준비사항 전달

준비위원회

'10.3.04

- 대통령 경호대책위원회의 개최
· 관계부처 협조사항, 관세청 안전지원대책

'10.3.23

- G20정상회의 워크숍 개최
· 기관별 소관임무 소개,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전달

경호안전통제단

'10.3.24

- G-20정상회의 공항운영협의회 1차회의
· 기관별 업무추진계획 및 업무협조사항

경호안전기획관

'10.5.19

- 대통령경호대책 실무회의 개최
· 기관별 업무추진계획 및 업무협조사항
· 관세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경호차장

'10.6.08

- 서울공항 입·출국 절차 점검
· 원자바오총리 입국시 정상·수행원 등에 대한 화물검사 및 통관과정 문제점 발굴

CIQ 기관

'10.7.08

- 김포공항 입·출국 절차 점검
· 정상 및 참가자의 입·출국 절차 점검

CIQ 기관

'10.7.19

- G20 정상회의 진행현황 설명 및 업무협조
· 관세청의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등

준비위원회

'10.7.22

- G20 정상회의 대비 제2차 공항운영협의회
· 대표단에 대한 출입국 지원대책 발표 및 토의
· 인천공항, 김포공항 현장 답사

경호안전통제단

'10.8.12

- G20 공항운용 및 CIQ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공항운영 방침 설명 및 기관별 지원대책 협의

준비위원회

'10.8.31

- G20 정상회의 관련기관 국장급 회의 개최
· 부처별 추진현황 설명 및 협조사항

준비위원회

'10.9.03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개최
· G20 대비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

경호처장

'10.10.20

- G20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안전 관계장관회의
·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 및 당부 사항 전달

국무총리

11.1~3

- 관계기관 합동 예행연습
· 서울공항, 인천공항에서 각국 정상 등의 입·출국현황 가상훈련, 문제점 발굴 및
대처방안 논의

경호처장

관계기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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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탐지견 1두, 차량형검색기 2대를 경호안전 통제단에 지원하였으며, 육군 제1군견훈련소에
총기류탐지견 1두를 기증('10.10.7)하였고, 2010.10.1부터 서울·인천·김포공항에 현장연락관
을 배치하여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지원하였다.
서울공항, 인천공항 계류장 및 실내행사장에서 전용기 또는 민항기로 입·출국하는 상황을 가정
하여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입·출국 절차 예행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관계기관 상호업무지원 방안
을 마련하였고, 스케쥴 변동 등 긴급상항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즉응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0.5.27 외국정상의 동시다발 입·출국이 예상되는 서울공항의 입국프로세스 점검을
위하여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입국하는 때에 맞춰 현장을 점검하여 기관별 임무와 협조사항 논의 등
실제상황에 대비하였다.

○ 對국민 홍보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광판·현수막을 활용하고 서양인에게 친근감이 있는 할리
우드 등의 배우나 모델 출신의 Mrs. World Queen을 인천공항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불법 반입방지를 위한 도서지역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 청적 홍보활동을 통해 국
민들의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토록 노력하였다.

[그림 61. 대형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서울세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서울세관이
함께합니다.

[그림 62. 외국선원·선사·감시정을 이용한 홍보,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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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Mrs. World Queen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위촉 행사

G20 정상회의 등 사전 홍보 캠페인

○ 언론보도
G20정상회의 단계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홍보하
여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감시강화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주요 보도내용은 관세청장 일선세관 공항만 감시체계 점검, 세관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협조사항
당부, 항만 주변종사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항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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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검색 비상사태 돌입, 관세청 비상근무 태세 돌입 등 관련이다.

[표 226. 주요 언론보도 내용]
보도일자

발표 정책명

주관부서

2010.04.06

윤영선 관세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 방문

2010.06.11

G20서울세계 정상회의 대비 항만감시체계 점검

군산세관

2010.8.12

G20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대비 공항감시 현장 점검

광주세관

2010.08.19

전국 공항만세관 관세국경관리 국·과장회의 개최

관세국경감시과

2010.09.01

국제 관세행정 당국간 협력체제 구축 추진

관세국경감시과

2010.09.01

G20 정상회의 대비 마산항 인근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

마산세관

2010.09.14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대비 항만감시 현장 점검

광주세관

2010.09.16

G20성공개최를 위한 민관합동 대테러 교육 실시

평택세관

2010.10.07

G20 성공개최를 위한 감시역량 강화

제주세관

2010.10.07

G20 정상회의를 위한 빈틈없는 경계태세 돌입

2010.10.19

G20 정상회의 대비 국경감시 취약지역 점검

광주세관

2010.10.21

G20 정상회의 대비 항만주변종사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군산세관

2010.10.25

G20 정상회의 대비 자체훈련 실시

2010.10.27

국가관문 인천국제공항, G20 대비 이상무!

2010.10.29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국경감시과

2010.11.01

G20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

관세국경감시과

2010.11.01

인천공항세관, 항공화물 검색 비상사태 돌입

2010.11.01

G20정상회의 대비 부산항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원
천차단하기 위한 비상근무 태세 돌입

인천공항세관

관세국경감시과

거제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2010.11.02

G20 정상회의 대비 항·포구 등 감시취약지역 점검

군산세관

2010.11.04

G20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차 초도순시

서울세관

2010.11.04

G20 정상회의 개최 대비 관세국경 현장점검

포항세관

⑤ 사전점검 및 내부 점검회의 개최
○ 전국주요세관 점검
정상회의 준비단계부터 시행착오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0.4.6 인천공항세관을 시작으로
2010.11.4 포항세관까지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을 방문하여 항만감시체계·공항감시 현장·항만주
변 종사자와 간담회·항공화물 검색 준비상황 등 모든 관세행정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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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세관 현장점검]
8월 12일 김포세관

9월 1일 평택세관

10월 22일 여수세관

○ 전국 관세국경관리 국·과장회의 개최
2010.8.18 ‘전국 관세국경관리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장 주재하에 전국 26개 공항
만세관 국(과)장 37명이 참석하여 세관별 취약요소에 대한 관세국경관리 대책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을 실시하였고,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림 65. 관세국경관리 국/과장 회의]

○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
2010.10.29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장 주재하에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
운데 ‘G20정상회의’ 대비 관세국경관리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범 정부적으로 G20준비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는 G20성공개최에 직결됨을 강조하고, “각 세관장들은 각
별히 유념해 가용자원을 동원하는 등 G20총력지원태세를 완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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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전국 세관장회의]

(2) 보유자원 활용 극대화
① 인력보강 및 재배치(11.1~11.14)
여행자에 의한 안보위해물품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청
과 타세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인천공항세관 72명, 김포세관 8명, 공항우편세관 2명, 총 82명 지원
등 휴대품 검사와 감시분야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였다.

[표 227. 인력지원 현황]
구분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공항우편세관

휴대품검사

62명

8명

-

-

1명

수출입화물 등 검사
X-Ray 검사

10명

-

1명

총계 (82명)

72명

8명

2명

모든 세관이 비상체제 돌입으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관자체실정에 따라 행정업
무 담당인력, 현업부서 근무시간 조정(3교대→2교대)등을 통해 자체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행사기
간 동안(10.1~11.12) 휴가, 출장을 자제하였다.

② 과학검색장비 재배치 및 효율적 활용
○ 과학검색장비 재배치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국세관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를 행사 공항인 인천공항·서울공항
등 필요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최적활용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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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X-Ray 검색기 등 감시장비 재배치 현황 ('10.9.30) ]
장비명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Z-Backscat ter Van)
휴대용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 검색기
총기류 탐지견

재배치 계획
- 부산.인천 각 1대 운용 → 인천공항(2) 배치(11.6)
- 전국세관 50대 운용. 도라산, 울산세관 등 보유 8대
→ 인천공항(4), 김포(2), 서울공항(2) 배치(11.1)
- 서울세관(1) → 서울공항(1) 이동(11.9)
- 총기류 탐지견 1두 인천공항(1) 배치(11.4),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최적 활용을 위하여 전국세관 장비에 대해 세관직원이 사용방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방법 교육을 지시(6.28)하는 한편, 전국세관 장비운용실태 점검
(7.26~8.20)을 통해 X-Ray검색기·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감시장비 관리·운용상 미비점을 발
굴·개선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준비하였다.

○ 장비의 효율적 활용
감시정을 이용하여 전국 우범항포구, 부두(C급, D급)에 대한 기동감시 및 순찰을 10.1~10.31
동안은 평상시 대비 150%, 11.1~11.12동안은 평상시 대비 200%로 강화하였다.
컨테이너검색기는 관리대상화물 선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10 . 1 ~ 10 . 31동안은 3 ~ 5 %,
11.1~11.12동안은 5~10% 장비활용도를 높였으며, 감시종합시스템을 기동감시반과 연계 운용함
으로써 24시간 상시감시체제를 유지하였다.
2010.1월부터 폭발물탐지견 6두를 집중훈련 시켜 2010.9월까지 2두를 양성하였으며, 이중 1두
를 인천공항에 투입하여 입국장·환승통로 등에 대한 정기 순회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폭발물 밀반입
에 대비하였다.

③ 테러물품 적발능력 향상 및 정보역량 강화
○ X-Ray 판독직원 교육
X-Ray 판독직원 판독역량 향상을 위해 전국 X-Ray판독직원 중 판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
(192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검색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평가하고, 반복
학습을 통하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참여형 상시교육프로그램인 X-Ray Cyber 컨텐츠를 개
발하였으며, 모든 판독 직원들에게 동 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였다.
인천공항세관 경력직원(교관급 4명)을 타 세관에 순회·파견하여 판독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였
으며, 항만·내륙지 세관직원(31명)은 인천공항세관에 출장·근무함으로써 다양한 물품 검색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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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습득하여 판독역량을 향상토록 하였다.
기훈련된 X-Ray 전문요원 중 2009년도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형시험에 합격한 직원(20명)중 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사기간동안 판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X-Ray 검색분
야에 대해 최대한 지원했다.

○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전국세관에서 분기 2회 이상 실시하던 ‘안보위해물
품 적발 모의훈련’을 2010.3월에서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연
430회 이상 실시하였다.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에 대한 지침을 전국세관에 통보('10.6.28)하여 적발모의훈련이 실질적 훈
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훈련은 관리자가 주도하였으며, 위해물품 반입경로를 다양하게(수입화
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선원휴대품 등)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다각
적 적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완성품(총기류 등)과 부분품(방아쇠, 가늠
자, 폭약 구성부품)을 혼용하여 판독영상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 판독능력 향상을 제고하였다.
X-Ray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의 사용방법 교육을 포함하여 적발후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대공혐의점에 대한 합동심사·본청보고·적발물품 처리 절차에 대한 사후처리과정까
지 숙지케 하였다.
외국 NGO단체 회원의 불법시위 방지와 시위용품 저지 및 입국장내 폭발물 발견에 따른 폭발물 처
리 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유사 시 즉응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림 67. 외국 NGO 단체 시위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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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직원 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사항]
- X-Ray 판독직원 판독능력 향상
· 전국세관 X-Ray판독직원 현황 보고(3.19)
· 2010년도「X-ray 판독역량 향상 계획」(4.21)
·「X-Ray 판독영상 교육자료」팝업존 공지 협조요청(4.22)
· X-Ray 판독직원 Cyber 교육 안내(4.27)
· X-Ray 영상판독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컨텐츠 개발 계획(6.14)
· X-Ray 판독영상 사이버 컨텐츠 개발 관련 협조 요청(6.14)
·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6.29)
· X-Ray 검색 사이버 컨텐츠 개발완료 보고(메모 9.1)
· 2010년도 X-Ray 판독과정 교육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6.23)
· X-Ray판독역량 향상계획에 따른 출장근무 등(7.20)
-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 관련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에 대한 지침」통보(6.28)
- 공항만 우범요소 기법개발 경진대회
· G20 정상회의 대비 공항만 감시 우범요소 개발 경진대회 개최 계획(8.11)
· G20 대비 공항만감시 우범요소 기법개발 경진대회(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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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 초빙 대테러 교육
전국 세관별로 국정원, EOD 등 외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테러동향, 신조 테러물품, 테러
유형 설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

[그림 68. EOD 초빙 총기류·폭발물 교육, 인천공항세관]

[그림 69. 폭발물 제거 모의훈련·대테러 동향 교육, 인천세관]

[그림 70. 국정원 대테러 전문가 초빙 교육,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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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안전관리 및 신속통관 지원
① 공항분야 안전관리 및 신속통관
○ 안전관리 대책
- 입·출국 관리현황
전국 7개 공항에서 583명의직원들이 X-Ray 검색·휴대품 통관 등 관세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일평균 646편, 94천 명의 여행자가 입·출국하고 있다. ‘안보감시관련 세관관심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5편에 4,065명이 입국하고 있다, APIS·PNR 등 여
행자정보 분석 및 동태관찰, X-Ray검색을 통하여 우범자 및 의심화물에 대해 2.3%를 선별하여 검
사하고 있다.
- 취약부분
여행자 편의 관점에서 Hand-carry 물품에 대한 X-Ray 검색 생략 등 낮은 검사율 유지와 공항
서비스 평가(ASQ) 5연패 달성에 따른 성과위주 공항운영에 대한 부담(신속통관)으로 기탁화물에 대
한 철저한 검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BSC에서 적발실적(건수, 적발률) 위주의 기관 및 개인평가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검역물품, 단순
상용물품 적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안보감시측면의 검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행사기간중 적발율에
대한 BSC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
- 관리대책
공항분야 관리대책은 인천공항세관장 등 공항관할 세관장이 현장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이 가능하게 추진한다.
여행자 신변검색 및 휴대품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
화하였으며, 기탁수하물 및 Hand-carry물품에 대해서는 「G20 대비 일제검사 기준」에 따라 전수
X-Ray 검색을 실시한다.
폭발물탐지견(1두) 및 양성중인 총기류 탐지견(2두)을 입국장내 배치, 기탁·휴대수하물 및 신변
검색을 강화하고, 일반 X-Ray 검색기에 투입이 곤란한 수하물(Over size)에 대해서는 전용검색기
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한다.
안보감시관련 세관 관심국(지역)을 출발·경유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을 강화함으로
써 APIS선별비율을 확대 운영하였고, UN 및 국정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테러우범자명단 여행자(약
9,000명)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였으며, 국정원·경찰·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우범 항공기·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공유한다.
그 밖에 공항상주직원과 환승 및 통과여객에 대하여 환승대기구역, 보세구역, 공항계류장 및 활주로
와 연결된 외곽지역에 대한 순찰 횟수를 확대하여 동태감시를 강화한다. CIQ지역 출입증 발급시 공항공
사에서 세관과 사전협의 후 발급함으로써 정확한 신원파악과 함께 발급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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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관 지원
- 입출국지원반 편성
본청은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통관지원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으로 구성한다. 주
공항(서울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예비공항(청주공항, 김해공항)에는 담당국(과)장을 반장으로
7~57명 전반담을 편성한다.
11.10~10간 주공항은 2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였으며, 예비공항은 1개반을
편성하였다. 지원반은 휴대품 검사 및 감시요원 중에서 선별·편성하여 사전에 처리업무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지원반은 입국행사장에 출동, 휴대품 심사 및 통관(기측통관), 경호용 총기류 등 반출입 확인·통
관, 경호안전통제단 주관 ‘공항운영협의회’의 공항운영팀 업무 수행,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연락
관 업무를 수행한다.

[표 230. 본청 통관지원팀 구성]

본청 통관지원팀장
통관지원국장
일반화물통관 지원반

휴대품통관 지원반

수출입물류 지원반

통관기획과장

특수통관과장

수출입물류과장

인천공항세관 <총57명>

김포세관 <총18명>

김해세관 <총7명>

청주세관 <총7명>

[통관지원팀장]
휴대품통관국장외2

[통관지원팀장]
휴대품과장

[통관지원팀장]
휴대품과장

[통관지원팀장]
휴대품 과장

[휴대품통관지원반]
휴대품과장외44

[휴대품통관지원반]
휴대품주무외12

휴대품통관지원반]
휴대품 직원 3

[휴대품통관지원반]
휴대품 직원 3

[일반화물 통관지원반]
수입1과장외8

[일반화물 통관지원반]
수입주무외3

[일반화물 통관지원반]
수입통관직원 외3

[일반화물 통관지원반]
수입통관직원 외3

- VIP입출국 절차 간소화
VIP입국시 국내에 도착하여 간단한 의전을 마친후 MOTORCADE에 탑승하여 숙소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상이 탑승한 특별기이용 대표단 등은 세관신고서식을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후 일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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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속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정상이 탑승하지 않은 특별기(2호기 이하) 및 민항기 이용자는 세관신
고서를 개별 작성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휴대품 통관은 1호기 탑승자(승무원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측(機側)통관처리하였으며, 세관검사
는 경호용 총기류 등 반입 확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서울공항으로 입국하는 2호기 이하 및
인천공항·서울공항을 이용하는 1호기와 함께 Package로 입국하는 2호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
처리한다.
- 전용창구 운영 및 행사관련물품 신속 통관
주공항과 예비공항에 ‘전용창구’를 설치하였으며, 검역기관 등과 합동 ‘One- Stop Service’ 를 제
공한다.
전용창구 근무인력은 해당세관 휴대품검사직원 중 어학능력이 뛰어나고 검사경험이 풍부한 우수
직원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전용창구는 세관별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G20정상회의 식별표식’ 부착에 대해서는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착하였으며 식
별표식 기탁수하물에 대해서는 ‘One- Stop Service’ 제공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그림 71.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 안내판]

- 행사관련물품 신속통관 지원
원칙적으로 관세법 등 관련규정상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면세통관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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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물품은 방송기자재 등으로 ATA까르네 면세통관물품, 의약품 및 음료품 등 소모품이며, 까
르네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G20준비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처리한다.

② 항만분야 안전관리
○ 항만감시 현황
전국 24개 개항장과 224개 부두에서 항만감시직원 533명이 근무하며, 일평균 외항선 239척(화
물선 225척, 화객선 14척)입항업무와 승무원·여행자 14,100명(승무원 10,358명, 여행자 3,742
명) 입·출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중 ‘안보감시관련 세관 관심국’을 출발·경유하여 입항하는 선박은 일평균 8척이며 여행자·승
무원은 1,066명이다.
개항이 아닌 항·포구(496개)중 도서지역 항·포구(113개)에 대해서는 감시정을 활용한 순찰 등
해상기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감시체제에서 CCTV에 의한 영상감시와 기동감시체제를 병행
하여 운영한다.
외국무역선에 대해서는 출무선지정시스템(V/S)을 운영하여 적발사례와 위험유형 유사도 등을 분
석·위험성이 많은 선박은 출무대상으로 선별한다.
또한, 지방해양항만청·민자부두운영인 등 부두 경비주체와 ‘검색업무 MOU’를 체결(총 127개 :
국영 15, 민자 112)하고 군부대와 ‘테러물품 등 밀반입방지에 관한 MOU’를 체결(24개 업체)하여 기
동감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활용한다.

○ 취약부분
부두 경비주체(청경 등)의 소극적인 업무수행과 MOU체결업체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부재 및
MOU체결을 일회성 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는 등 형식적 운용에 따른 감시행정 공백의 우려
가 있다.
감시인력 부족으로 출무율이 9.9%('07년), 6.6%('08년), 5%('09년)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
황으로 형식적인 입항수속의 우려가 있다.
감시인력 등에 비해 감시구역이 넓고, 관련업체의 보안시설·장비 미비 및 책임의식 결여 등으
로 민자부두, 수리조선소, 개항이 아닌 지역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입항수속시 선박대리점 직원을 통한 총기 및 마약류 불법 반입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 관리대책
- MOU 실효성 제고
MOU업체와 협의회 개최 및 업체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8월~9월 중 1회, 10월 중 1회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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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MOU업체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경비직원의 근무상황 일일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검색요령과 적발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2010.9월부터 MOU업체의 보안시설, 출입자 검색실태, 부두특성 등을 평가하여 취약 부두에 대
해 선원 출입통로 제한조치를 취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G20 대비 항만질서유지 캠
페인을 실시함으로써 MOU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선박 출무 및 검색 강화
‘안보감시 세관 관심국가’ 출발·경유 선박(일평균 8척)은 100% 출무하였으며, 정밀검색 필요시
5명 이상의 감시·조사 합동으로 구성된 검색반을 투입한다. 출무선박 입출항 수속시 총기류 등 안
보위해물품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총기류 등 신고시 시봉조치 및 출항시 확인을 통하여 총
기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한다.
- 항만 및 선박, 선원 관리
선박, 선원, 하역업체, 물품 또는 용역공급업체·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우
범선박 입항시 정박지역에 대한 육·해상 연계를 통한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종합상황실 영상모니터
링을 통해 출항시까지 24시간 감시를 실시하였고 선원에 대한 임검 및 동태감시를 철저히 한다.
특히, 하선자(선원)에 대해서는 검사전에 위해물품신고서를 징구하여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휴대
품에 대해서는 전량 X-Ray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 개항이 아닌 항·포구 관리
전국 496개 항·포구를 A급~D급으로 분류하여 우범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
화 한다.
A급은 1일 1회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B급은 A급의 120%이상, C급은 A급의 150%이상, D급은 A
급의 200%이상 기동순찰을 강화한다.

[표 231. 우범도에 따른 항·포구 기동감시 등 관리기준]
구분

조치사항

기동순찰

A급(안전, 132개)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영상감시·기동순찰

1일 1회

B급(보통, 180개)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영상감시·기동순찰

A급의 120% 이상

C급(미흡, 13 4개)

- 불시 기동순찰 및 상당시간 체류하며 출입차량, 선원에 대해 청경, 용역
업체 경비 등과 합동검색
- 입항선박 검색·기동순찰 횟수 상향 운영

A급의 150% 이상

D급(취약, 50개)

- 불시 기동순찰 및 상당시간 체류하며 출입차량, 선원에 대해 청경, 용역
업체 경비 등과 합동검색
- 입항선박 검색·기동순찰 횟수 상향 운영

A급의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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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화물 등 안전관리
○ 일반수입화물
- 현황 및 취약부분
일반 수입화물은 일평균 126만 톤, 14,450 TEU가 반입되며('09년기준) 정상화물을 가장한 컨테
이너 화물 급증에 따른 수입물품 검사생략 확대로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애로가 있다.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 출입자에 대한 자율관리 실시에 따라 운영인의 고객관리 차원 등 사유로 철
저한 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리대책
관리대상화물 선별팀(부산, 인천세관 2대팀)을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운영하여 테러정보수집·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대상화물 전산선별비율 고도화 및 미심사대상물품의 무단하역을 방지하고,
전산선별율을 2%(9월), 3%(10월), 4%(11월)로 상향 조정한다.
2010.10.1~11.12간 ‘안보감시 세관관심국’ 출발·경유선박이 입항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을시 전량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상 미지정 화물 중 안보위해
물품 반입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100%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 특급 탁송화물
- 현황 및 취약부분
일평균 18,289건이 반입되며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인 물품은 통관목록제출로 신속하게 통
관·반출된다.
특송업체가 직접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속배달 추구로 정밀판독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X-Ray검색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4시간 통관체제로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검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Door to Door’ 특성과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테러물품의 반입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
존한다.
[표 232. 일평균특송업무량('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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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목록통관(건)

간이신고(건)

일반신고(건)

인천공항세관

17,326(100%)

10,721(62)

2,049(12)

4,4 46(26)

김포세관

4,068(100%)

3,807(93)

62(2)

199(5)

용당세관

67(100%)

40(60)

11(16)

16(24)

인천세관

51(100%)

3 4(67)

11(22)

6(12)

계

21,512(100%)

14,602(68)

2,133(10)

4,7 7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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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책
특송업체가 단독으로 실시하던 X-Ray 검색을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복수검색을 실시하며
(11.1~11.12), 수취인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물품은 전량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안보감시 관심
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4%에서 5~20%로 확대 실시한다.
본부세관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팀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분석으로 우범물품 검사를 강화
하고, 테러 등 우범여행자(동승자 등 인적관련자)정보를 공유하여 별송으로 수취하는 물품을 검사대
상으로 선별·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국제우편물
- 현황 및 취약부분
항공우편물과 선편우편물은 인천공항과 부산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
제우체국에서 One-stop처리로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며 일평균 97,563건이 반입된다.
항공우편물의 집중통관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X-Ray검색 및 개장검사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
며, 2Kg이하의 통상우편물의 경우 상업서류, 인쇄물 등 서신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 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분해하여 반입할 우려가 있다.

[표 233. 일평균 국제우편물업무량('09년)]
구분

계

통상
(2kg이하)

소포
(30kg이하)

특급
(30kg이하)

구성비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93,694

87,890

1,47 7

4,327

96

부산항
(부산국제우편세관)

3,869

3,520

3 49

-

4

계

97,563

91,4 40

1,826

4,327

100

- 관리대책
상업서류·인쇄물 등 서신에 준하는 서류에 대해 촉수검사, X-ray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 및 폭
발물탐지견을 이용한 검색을 강화하며, 공공장소(호텔, 역 등)에 배달되는 국제우편물 및 ‘안보감시
관심국’과 아랍권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우편물 운송과정이나 분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세관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관우체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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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화물
- 현황 및 취약부분
북미, 중국, 유럽 등지로부터 해상화물은 부산항·인천항 등을 통해 연간 26,000건('09년), 항
공화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15,000건('09년)이 반입된다.
해상화물의 경우 대부분 수취인 거주지 관할세관으로 보세운송되며, 항공화물은 유학생 등의 서
적·의류 등 소포장화물로 공항세관에서 통관한다.

[표 234. 연도·공항만별 이사화물 반입현황]
구분

부산항

인천공항

인천항

기타

계

'07년

16,114

8,209

4,906

575

29,804건

'08년

16,976

10,18 4

5,850

330

33,3 40건

'09년

16,798

15,236

9,054

636

41,724건

운송형태가 Door to Door로 자리 잡으면서 해상화물의 경우 이사화물 포워더가 밀집해 있는 인천
세관으로 집중(50%이상)되고 있다.

[표 235. 연도·세관별 이사화물 처리현황]
구분

서울

인천

용당

인천공항

김포

기타

계

'07년

5,306

13,072

2,731

6,012

2,162

521

29,804건

'08년

4,499

15,128

3,213

7,8 41

2,368

291

33,3 40건

'09년

3,875

17,420

4,8 45

13,276

1,993

315

41,724건

이사화물은 물품명세가 불명확하여, 집기·전기기기·주방용품·의류 등 일상 생활용구(품)이
망라되어 혼적되어 있어서 의도할 경우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가능성이 크다
대형포장(해상운송화물), 다품목 혼적으로 X-Ray검색기 등 비파괴 검색장비 활용이 곤란하
며, 인력부족으로 개장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검사율은 15.4%('07년),
11.8%('08년), 9.6%('09년)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다.
수취인이 일반수입화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로서 화주에 대한 성향파악이 곤란하고, 더욱이 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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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대리(위임)통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검사대상 선별이 곤란하다.
- 관리대책
통관처리 Targetting을 과세 ‘위주에서 안보관리 관점으로 전환’ 하고 검사율을 현행 10%에서
15%(10월), 20%(11월)로 상향조정한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에서 ‘안보감시 세관 관심국가’에서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검
색기나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로 검색을 실시하며,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부서에 통보하고 e-Seal을
부착하여 이동경로를 추적관리 한다.

○ APO(美 군사우체국)
- 현황 및 취약부분
미국, 사이판, 일본, 독일 등지로부터 국내 약 17개 미군 우체국으로 발송되는 항공우편물·해상
우편물이 인천공항 APO로 집중 반입되어, 수취주소 미군 우체국별로 분류하여 배송되며, 일평균 반
입량은 항공우편물의 경우 항공컨테이너 15개(행낭단위 약 1,000개)이고 해상우편물의 경우 주평균
일반컨테이너 20피트 4대와 40피트 1개이다.
항공우편물은 반입된 우편물 전량에 대해 X-ray 검색을 실시하며, 해상우편물의 경우 대부분 각
종 장비 및 정기 간행물 등 공용품으로 개별 포장부피가 크거나 수량이 많아 X-Ray 검색 또는 육안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취인이 총기 습득·소지가 용이한 군인 신분인 반면, 총기류 소지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총기류를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편행낭속에 권총 등을
은익 또는 다른 물품과 혼적하여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09.3월 권총 1정, '10.1월 권총 1정 및
실탄 24발, '10.2월 권총 1정 등 가끔 발생하고 있다.
- 관리대책
미군 당국가 총기류 등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8월) G20 정상회의 종료시까
지 X-Ray 검색결과 의심스러운 우편물에 대해서는 公用, 私用 구분 없이 합동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군당국에 소속 장병들을 대상으로 "총기류 등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해상 美군사우편물 선별 검사 등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재 2명인 검사요원을 4명(X-Ray검색요
원 2명 포함)으로 증원한다.

○ 오산 美공군 공항
- 현황 및 취약부분
일본 요코다,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로부터 소형군용기는 일평균 3대 입항, 화물수송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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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대 입국하며, 미군용기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는 일단 오산공항에서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를
받고 전속지역인 오산·대구·군산·광주로 이동한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美현역군인 중 전속 및 부대이동 등 공무출장자인 경우 미군당국이 검사를
실시하며, 휴가자 및 군인가족들은 세관에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한다. 입국자 대부분이 미군 및 그
가족으로 과세대상 물품 반입은 거의 없는 편이며, 가끔 美VIP 방한에 따른 경호용 총기류가 반입되
고 있다.
2010.4월부터 미군당국이 민간 전세기를 주2회 운항하여 입국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표 236. 입국 항공기 및 입국자 현황]
구분

'10. 4월

'10. 5월

‘10. 6월

편수

입국자

검사대상

편수

입국자

검사대상

편수

입국자

검사대상

군용기

36

288

147

67

573

119

65

593

252

민항기

7

611

211

9

1,099

322

9

1,475

541

계

43

899

358

76

1,672

4 41

74

2,068

793

- 관리대책
입국자 대부분이 비교적 총기 소지가 용이한 군인 등 신분임을 감안하여 전원 세관신고서 징구·
심사 및 수하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외국어 능력 및 휴대품 검사경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美대통령 경호선발대 등 입국시 현재 2
명인 근무직원을 4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한다.
외교통상부, 경호안전통제단 등과 경호용 총기류 반출입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3. 주요성과
(1) 잘된 점
○ 교육 및 모의훈련 등 체계적 훈련을 통한 대테러 역량강화 및 취약지역 집중순찰로 사회안전위
해물품 반입을 차단하였다.
○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탄력적 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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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즉응체제를 확립하였다.
○ 외국 NGO단체 시위에 대비 사전 경찰, 공항공사와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G20기간 중 일본
NGO단체 입국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적정한 대응으로 반입 시위용품 전량을 유치하였다.

(2) 개선해야 할 점
○ 사전 정보공유 미흡
- G 20준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경호용 총기류(총기 및 실탄)반입목록을 입수하여 신속한 통관
을 지원했으나, 일부국가는 경호선발대가 사전예고나 반입허가서 없이 총기류(총기 5정, 실탄
211발)를 반입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사전 협의 없는 통관절차 요구
- 캐나다, 러시아 선발대 입국시 방탄차량 등을 사전 예고 없이 반입하여 동 선발대가 자국 주한
대사관을 통해 외교행랑이라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통관절차 조차 거부하고 기측통관을 요구
했다.
○ 미국의 경우 정상 등 대표단이 서울공항, 오산공항으로 분산·입국하면서 입국시간 등 세부일
정을 세관에 통보하지 않아 세관에서 통관업무 수행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 개선방안
○ 국제행사시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에 관세청 전문가를 파견하여 돌발사태가 발생하
기전에 사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외교통상부, 해당국가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총기류 반입 관련정보를 사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4) 시사점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격제고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관세청이 그 가교역할을 중
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청의 경험은 향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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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1. 회의참가자가 일제검사 대상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 VIP의 경우는 일제검사 제외
○회의참가 인식표 부착자 대해서는 일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조치 허용 가능
2. 회의 참가자중 응급환자 발생 경우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기측통관절차를 허용하여 신속통관 조치
- 응급환자의 휴대품중 의약품 등 필수 신변용품은 승기실 감시요원이 보딩브리지(Boarding Bridge)에 출무하여 확인
- 기타의 휴대품(기탁수하물, 핸디캐리)은 항공사 특수고객팀 직원 및 보호자가 입국장내에서 대리통관 허용
3. 탑승편 연결문제에 따라 기탁수화물이 후착하는 경우
○ 현장 통관지원반에서 참가자 또는 회의 공항영접조를 항공사 클레임데스크로 안내하여 신고처리 지원
○ 추후 해당화물을 항공사에서 미검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미검화물에 우선하여 처리
4. 행사 참가자가 기념품 등을 다량으로 반입한 경우
○ 수량이 과다하더라도 총 구입가격이 US$400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 면세처리
○ 반입물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회의관련물품확인서를 징구받은 후 반입 허용
5.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예정입항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입항하는 경우
○ 예비공항(김해·청주) 착륙 상황발생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 상황발령 후 즉시 이동하여 신속한 여행자 통관 처리
○입항공항의 영접반 및 출입국대책반 등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
○ 직원 퇴근시간직전에 입국공항 변경사실을 인지한 경우
- 휴대품통관담당부서를 주축으로 최소한의 근무인원을 잔류토록하여 휴대품검사 및 통관처리 지원
○ 직원퇴근시간후 불시 입항시 대비 조치
- 휴대품담당과장 비상연락전화번호를 항공사 등에 사전에 통보하여 즉시 연락토록 조치
- 휴대품담당과장은 당직자에 응급조치토록 지시하고, 현장에 즉시 출무
※ 세관장은 긴급사항 발생시 당직자가 응급조치가 가능토록 회의기간 전후로 최소한 휴대품담당부서 직원 1명을 당직
근무조치(당직변경 등을 적극 검토)
6. 항공기 지연도착(야간시간)에 따른 심야 교통편 마감
○ 지연 도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회의참가자 탑승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회의 공항영접반 및 항공사에 통보
○ 공항영접반 및 항공사에서 교통편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
7. VIP가 아닌 참가자가 의전실 사용 등 VIP대우를 요청하는 경우
○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또는 공항공사의 공항 영접반에 인계
8. 수하물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는경우
○ 수화물 분실시에는 통관안내요원이 항공사 수화물 담당부서에 안내 하여 원인규명 등 수화물 수취가 가능하도록 조치
9. 출국시 재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분실하였다고 할 때
○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제세 추징 등
※ 다만, 상용에 공하지 않았다고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준 경우에는 반출에 갈음하는 조치 가능
10. ATA까르네 관련 재반출 조건 일시반입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내용을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재발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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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1. 개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2012.3.26 ~ 27(1박 2일)동안 서울 삼성동 COEX에서 ‘핵테러차
단을 위한 국제공조’·‘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이라는 의제로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 국 및 4개 국제기구대표가 참석한 회의이며, 대한민국이 개최한 유
사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이다.

(1) 개요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
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다. 안보분야에서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관세청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한바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관세국경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하여 총력지원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항만·여행자·화물에 대한 감시강화와 정상 등
참가자에 대한 신속통관지원 대책 등 대회를 방해하려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 핵안보정상회의 추진기구
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광역단체장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주요 임무는 회의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대한 점검 등 역할을 수행한다.

②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 외교통상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의전부에 소속하여 입·출국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경호안전통제단(단장 : 경호처장)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수행업무를 담당하며, 관세청은
경호용 총기류 반·출입, VIP 등 입·출국시 안전지원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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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1) 전청적 추진체계 확립
① 전략체계도
[표 238. 핵안보정상회의 전략체계도]

2012핵안보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안보
위해물품
반입차단

보유자원활용
극대화

5대 중점분야 핵심 추진과제

대테러
역량강화

보유자원활용
극대화

■ 관세국경
감시인력 보강

■ 안보위해물품
적발능력 제고

■ 공항분야

■ 과학검색장비 등
이동배치

■ 대테러교육 및
정보분석 실시

■ 화물분야

■ 검색장비
활용강화

■ 항만분야
■ 취약분야

보유자원활용
극대화

신속한
통관지원

보유자원활용
극대화

■ VIP 및 대표단
신속통관

■ 정부기관

■ 대회물자
신속통관

■ 국제협력

■ 선사 및 항공사
■ 대국민 홍보

② 관세청 핵안보정상회의 추진위원회
관세역량을 집중하여 각국 정상의 입·출국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청차원의
특별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2.1.18)
차장을 위원장으로 안전관리는 조사감시국장이 담당하고 신속통관지원은 통관지원국장이 담당하
였다. 그 아래에는 관세국경감시과장, 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
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요임무는 핵안보정상회의 정책추진 방향 수립 및 정부기관간 업무협조 등이다.

③ 핵안보정상회의 상황체제 운영
‘본청 추진위원회’·‘본청 종합상황실’·‘본부/직할세관 상황실’·‘일선세관 상황실’ 체계로 운영된다.
본청 추진위원회는 긴급사태나 특이동향 발생시 처리방향 결정 등 모든 상황을 총괄 지위하며,
본청 종합상황실은 전국세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과 경호안전통제단 등 대외기관과의 Contact
Point역할을 수행하고, 본부/직할·세관상황실은 관세청 추진대책을 집행하고 특이사항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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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동향보고를 수행한다.
본청 종합상황실은 평상시 ‘관세국경종합상황실’로 운영하던 체제를 정상회의 종료까지 정상회의
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9개 세관 415개 CCTV를 연계하여 감시현장(해상, 육상, 공항, 화
물)과 관세국경종합상황실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상황체제는 정상회의 임박기일에 맞춰 ‘1단계’·‘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단계’는
2012.3.2~3.11까지로 본청·본부/직할세관·김포세관·김해세관·청주세관위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당세관은 24시간 상황을 유지한다. ‘2단계’는 2012.3.12~3.28 기간동안 전국세관까
지 확대·적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 3회 세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동향을 본청에 보고토록
하여 실시간 상황을 관리한다.
한편, 일 3회(15:00, 20:00, 06:00) 관세청 동향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였다.

[표 239.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단계별 근무체계]
구분

1단계

기간

- 2012.3.2.~3.11.

- 2012.3.12.~03.28.

- 본청, 본부, 직할세관, 김포세관, 김해세관, 청주세관

- 전국 47개세관까지 확대

본청

- 관세국경감시과장

- 조사감시국장

세관

- 대테러담당 과장

- 대테러담당 국(과)장

운영기관
상황실장

2단계

본청

상황반 2인 1조 24시간 근무
- 인천공항, 부산, 인천, 평택세관은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형태

24시간 상황유지
해당세관

- 감시종합상황실이 없는 세관은 당직자 활용 24시간 상황
유지

- 상황반을 편성 24시간 근무
* 재택에서 당직체제로 전환

※ 비상연락체계 유지, 동향보고
상황보고

본청

08:30까지 (청, 차장님)

세관

07:30까지 (본청상황실)

※ 기존 본청 감시종합상황실로 일일상황보고를 실시한 공항만세관(국제우편세관, 고성, 도라산 포함)은 '12.3.2부터「핵안보
정상회의 보고 방법」으로 보고

④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호안전통제단 등 유관기관과 안전한 국경관리·신속통관 방안 마
련을 위하여 1년 전부터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빈틈없는 안전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입·출국 항공기에 대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검사를 위하여 경호안전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부
산·인천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형검색기 2대를 인천공항에 지원하였다. (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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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5 인천공항세관, 국정원, 경찰대, 기무사, EOD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해물품을 핸
디캐리 화물로 반입하는 우범여행자와 기탁화물로 반입하는 우범여행자 적발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
시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하였다.

[표 240. 핵안보 정상회의관련 주요회의 내용]
일자

내용

주관부서

'11.2.23

- 대통령 경호대책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 정상회의 개요 설명, 부처별 개별적인 과도한 홍보 자제

경호처

'11.7.19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참석
· 각 부처별 안전대책 발표 및 각 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성공적 개최 노력

경호처

'11.8.29

- 공항운영협의회 실무자 사전회의 참석
· 공항운영협의회 준비, 각 부처별 임무 등 협의

안전통제단

'11.9.7

- 공항운영협의회 참석
· 각 기관별 핵안보정상회의 추진계획 발표 및 토의

안전통제단

'11.9.27

- 경호유관기관 실무워크숍 참석
· 각국 정상 등에 대한 입출국 행사 방향 논의

경호처

'11.12.8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참석
· 2011년 경호환경 분석 및 2012년 전망 및 기관별 대책 발표

경호처

'12.2.8

- 제2차 공항운영협의회 사전 실무회의 참석
· 기관별 공항시설 활용 방안 및 테러악용 우려 방사선 물질 국내 반입 차단대책

안전통제단

'12.2.16

- 제2차 공항운영협의회 참석
· 기관별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추진실적 및 대책

안전통제단

'12.3.2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실무위원 회의 참석
·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경호처

'12.3.6

- 미군사우편물(APO) 관계자와 관세청 간담회 개최
· 미 장병들 대상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방지 교육 및 예방에 미군당국
의 협조

관세청

'12.3.8

- 제 97차 테러대책실무회의 참석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대테러.안전대책 발표 및 토의

국정원

⑤ 사전점검 및 내부 점검회의 개최
○ 전국주요세관 점검
주영섭 관세청장은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2.21 광주·군산·전주를 시작으로 2.22 대구세관,
3.15 인천공항·김포세관 등 전국 주요 세관을 방문하여 관세국경감시대책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현
장을 순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단 한건의 테러물품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
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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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세관 현장점검]
2월 21일 군산세관

3월 15일 김포세관

3월 15일 인천공항세관

3월 19일 인천세관

[표 241. 전국 주요세관 점검 현황]
점검자
청장
(16개 세관)

조사감시국장
(5개 세관)

일자

세관

2.21.(화)~22.(수)

광주, 군산, 전주, 대구, 구미

3.15.(목)~16(금)

인천공항, 인천, 김포, 평택, 대산

3.20(화)~21(수)

부산, 용당, 사상, 부산국제우편, 양상, 김해

3.12.(월)

인천공항, 김포세관

3.15(목)

인천세관

3.16(금)

서울공항

3.19.(월)

부산, 김해

관세국경감시과장

3.8.(목)~9(금)

(4개 세관)

3.15(목)

평택, 군산, 대산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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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관세국경관리 국·과장회의 개최
2012.2.24 ’전국 관세국경관리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장 주재하에 전국 26개 공
항만세관 국(과)장 37명이 참석하여 세관별 취약요소에 대한 관세국경관리 대책을 발표한 후 자유토
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관세청장은 “철저한 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과 신속한 인적·물적 통관지원이라는 2가지 상
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균형있는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림 73. 관세국경관리 국/과장 회의]

(2) 보유자원 활용 극대화
① 인력보강 및 재배치(3.19~3.28)
짧은 행사기간동안 특정일에 집중하여 입국하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X-Ray 판독 인력을
본청과 타세관에서 차출하여 인천공항세관 70명, 김포세관 25명, 공항우편세관 4명을 지원하였다.

[표 242. 인력지원 현황]
구분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공항우편세관

휴대품검사

68명

25명

-

수출입화물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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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명

X-Ray 검사

2명

3

2명

총계 (82명)

70명

25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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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담당인력, 현업부서 근무시간 조정(3교대→2교대)등을 통해 세관자체인력을 최대로 활
용하고 행사기간동안(3.1~3.28) 휴가, 출장을 자제하였다.

② 과학검색장비 재배치 및 효율적 활용
○ 과학검색장비 재배치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차량형검색기 2대(부산, 인천)를 경호안전통제단의 요청에 따라
3.23~3.28까지 인천공항에 지원하였고, 양성중인 폭발물탐지견 1두를 3.12~3.28까지 김포공
항에 배치하였으며, 방사능 측정장비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배치하여 장비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
였다.
[표 243. X-Ray 검색기 등 감시장비 재배치 현황]
장비명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Z-Backscat ter Van)

재배치 계획
- 부산.인천 각 1대 운용 → 인천공항(2)

휴대용방사능 감지기(4)

- 인천세관 → 서울공항(2), 평택세관→김포공항(2)

휴대용방사선측정기(5)

- 인천세관 → 인천공항(2), 김포공항(2)), 서울공항(1)

폭발물 탐지견(1)

- 양성 후 김포세관 배치(3.12~28)

○ 장비의 효율적 활용
감시정을 이용하여 전국 우범항포구 및 부두(C급, D급)에 대한 기동감시 및 순찰을 3.2~3.11간
은 평상 시 대비 150%, 3.12~3.28간은 평상 시 대비 200%로 강화하였다. 컨테이너검색기 활용
강화를 위하여 대테러 단계(주의→경계→심각)상향에 따라 각각 1.5~5%→5~10%→10~15%로
검사율을 상향하였다.

③ 테러물품 적발능력 향상 및 정보역량 강화
○ X-Ray 판독직원 교육
공항만 감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X-Ray 판독직원 판독역량 향상을 위해 전국
X-Ray판독직원 중 판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43명)을 대상으로 2012.2.21~2.24간 인
천공항세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자체개발한 자율-참여형 상시교육프로그램인
X-Ray Cyber 컨텐츠를 활용하여 모든 X-Ray 판독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2009~2011년까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형시험에 합격한 직원(192명) 중 타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행사기간동안 판독업무를 수행토록함으로써 X-Ray 검색 분야를 보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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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
최근 이슈물품·은닉수법 등에 착안하여 사전 예고 없이 불시훈련을 통해 훈련의 집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분기 2회 실시하던 모의훈련을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전
국세관에서 연 140회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에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제고하였다.
대테러 모의훈련시에는 X-Ray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의 사용방법 교육을
포함하여 적발후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대공혐의점에 대한 합동심사·본청보고·적발물품 처리 절
차에 대한 사후처리과정까지 숙지한다.

○ 외부전문가 초빙 및 자체 대테러 교육
테러물품 전시, X-Ray영상, 과학검색장비 사용법 및 최근 테러동향에 대해 전국 세관별로 교육
을 실시하여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

[그림 74.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및 장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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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김포세관, 테러물품 교육

인천세관, 방폭담요 교육

대구세관, 마약폭발물탐지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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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안전관리 및 신속통관 지원
① 공항분야 안전관리 및 신속통관
○ 안전관리 대책
-현황
전국 7개 공항에서 612명의 직원들이 X-Ray 검색·휴대품 통관 등 관세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일평균 778편, 102천 명의 여행자가 입·출국하고 있다. ‘안보감시관련 세관관심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140편에 15,981명이 입국하고 있다. 의심화물에 대한
검사율은 2.6%로 세계주요공항과 유사하다.
- 관리대책
여행자 신변검색 및 휴대품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중심(밀수적발)에서 안보위해물품 적발로 전환하
여 테러우범지역 출발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X-Ray검사율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탁수하물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안보감시관련 세관 관심국(지역)을 출발·경유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분석을 통하여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여행경로·국적·성별 등을 고려한 테러혐의자 전산자동 지정선별율을
3.2~3.11까지는 10%, 3.12~3.28까지는 30%로 단계별 상향조정한다.
공항상주직원과 환승 및 통과여객에 대하여 환승대기구역, 보세구역, 공항계류장 및 활주로와 연
결된 외곽지역에 대한 순찰 횟수를 확대하여 동태감시를 강화한다. UN 및 국정원에서 입수한 테러우
범자(9,900명)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며, CIQ지역 출입증 발급시 공항공사에서
세관과 사전협의 후 발급함으로써 정확한 신원파악과 함께 발급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 신속통관 지원
- 입출국지원반 편성
본청은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통관지원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과장으로 구성한다. 주
공항(서울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예비공항(청주공항, 김해공항)에는 담당국(과)장을 반장으로
91명의 전반담을 편성한다.
2012.3.12~30간 본청과 공항세관(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 청주)에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였다. 지원반은 휴대품 심사 및 통관(기측통관), 경호용 총기류 등 반출입
확인·통관, 경호안전통제단 주관 ‘공항운영협의회’의 공항운영팀 업무를 수행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연락관 업무를 수행한다.
- VIP입출국 절차 간소화
특별기 40여개국 55대, 민항기로 15개국 정상의 입국이 예상되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정상
VIP 국내 입국시 간단한 의전을 마친후 MOTORCADE에 탑승하여 숙소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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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기이용 대표단 등은 세관신고서식을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후 일괄 대
리수속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정상이 탑승하지 않은 특별기(2호기 이하) 및 민항기 이용자는 세관신
고서를 개별 작성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1호기 탑승자(승무원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측
(機側)통관 처리하였으며, 세관검사는 경호용 총기류 등 반입 확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서
울공항으로 입국하는 2호기 이하 및 인천공항·서울공항을 이용하는 1호기와 함께 Package로 입국
하는 2호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처리한다.
- 전용창구 운영 및 행사관련물품 신속 통관
주공항(인천공항:6, 김포공항:3)과 예비공항(김해공항:1, 청주공항:1)에 총 11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정상회의 관련물품은 검역기관 등과 합동 ‘One- Stop Service'를 제공한다. 전용창
구 근무인력은 해당세관 휴대품검사직원 중 어학능력이 뛰어나고 검사경험이 풍부한 우수직원을 선
발 배치하였다.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에 ‘핵안보정상회의 통관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방송기자재 등 주요행사관련물품·ATA까르네 면세통관물품·의약품 및 음료품 등 소모품에 대해
최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② 항만분야 안전관리
○현황
전국 24개 개항장과 233개 부두에서 항만감시직원 511명이 근무하며, 일평균 외항선 231척(화
물선 217척, 화객선 14척)입항업무와 승무원·여행자 8,613명(승무원 4,501명, 여행자 4,112명)
입·출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개항이 아닌 항·포구(433개) 중 도서지역 항·포구(113개)에 대해서는 감시정을 활용한 순찰
등 해상기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감시체제에서 CCTV에 의한 영상감시와 기동감시체제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외국무역선에 대해서는 출무선지정시스템(V/S)을 운영하여 적발사례와 위험유형 유사도 등을 분
석·위험성이 많은 선박은 출무대상으로 선별한다.
또한, 지방해양항만청·민자부두운영인 등 부두 경비주체와 ‘검색업무 MOU’를 체결(총 127개 :
국영 15, 민자 112)하고 군부대와 ‘테러물품 등 밀반입방지에 관한 MOU’를 체결(25개 업체)하여 기
동감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활용한다.

○ 관리대책
- 선박 출무 및 검색 강화
‘안보감시 세관 관심국가’ 출발·경유 선박(일평균 8척)은 100% 출무하였으며, 정밀검색 필요시
5명 이상의 감시·조사 합동으로 구성된 검색반을 투입한다. 출무선박 입출항 수속시 총기류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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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해물품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총기류 등 신고시 시봉조치 및 출항시 확인을 통하여 총
기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한다.
- 항만, 선박 및 선원 관리
IN-POSS를 활용하여 입항선박 정박장소와 이동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선박, 선원, 하역업체,
물품 또는 용역공급업체·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우범선박 입항시 정박지역에
대한 육·해상 연계를 통해 출항시까지 24시간 감시를 실시하였고 선원에 대한 임검 및 동태감시를
철저히 한다. 특히, 하선자(선원)에 대해서는 검사전에 위해물품신고서를 징구하여 소지여부를 확인
하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전량 X-Ray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 개항이 아닌 항·포구 관리
전국 433개 항·포구를 A급~D급으로 분류하여 우범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
화 한다.
A급은 1일 1회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B급은 A급의 120%이상, C급은 A급의 150%이상, D급은 A
급의 200% 이상 기동순찰을 강화한다.

[표 244. 우범도에 따른 항·포구 기동감시 등 관리기준]
구분

조치사항

기동순찰

A급(안전, 121개)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영상감시·기동순찰

1일 1회

B급(보통, 149개)

-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영상감시·기동순찰

A급의 120% 이상

- 불시 기동순찰 및 상당시간 체류하며 출입차량, 선원
C급(미흡, 119개)

에 대해 청경, 용역업체 경비 등과 합동검색

A급의 150% 이상

- 입항선박 검색·기동순찰 횟수 상향 운영
- 불시 기동순찰 및 상당시간 체류하며 출입차량, 선원
D급(취약, 4 4개)

에 대해 청경, 용역업체 경비 등과 합동검색

A급의 200% 이상

- 입항선박 검색·기동순찰 횟수 상향 운영

③ 수입화물 등 안전관리
○ 일반수입화물
-현황
일반 수입화물은 일평균 148만 톤, 11,635 TEU가 반입되며('11년기준) 정상화물을 가장한 컨테
이너 화물 밀수와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 출입자에 대한 자율관리 실시에 따른 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리대책
관리대상화물 선별팀(부산, 인천세관 2대팀)을 24시간 상시근무체조로 운영하며 전산선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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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주의), 5~10%(경계), 10~15%(심각)로 단계별로 강화한다. 2012.3.2~3.28간 ‘안보
감시 세관관심국’ 출발·경유선박이 입항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을시 전량 관리대상화
물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상 미지정 화물 중 안보위해물품 반입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
해 100%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 특급 탁송화물
-현황
일평균 31,729건이 반입되며 특송업체가 직접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X-Ray검색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있고, 24시간 통관체제로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검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Door to Door’ 특성과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테러물품의 반입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
존한다.
- 관리대책
특송업체가 단독으로 실시하던 X-Ray 검색을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복수검색을 실시하며
(3.12~3.28), ‘안보감시 관심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5%에서 15%로 확대
실시한다. 테러 등 우범여행자(동승자 등 인적관련자)정보를 공유하여 별송으로 수취하는 물품을 검
사대상으로 선별·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국제우편물
-현황
항공우편물과 선편우편물은 인천공항과 부산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
제우체국에서 One-stop처리로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며 일평균 110,098건이 반입된다.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의 경우 상업서류, 인쇄물 등 서신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을 분해하여 반입할 우려가 있다.
- 관리대책
‘안보감시 관심국’과 아랍권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X-Ray검사를 강화하며, 테
러경보 단계별 검사율을 7~8%(주의), 15%(경계)로 상향 조정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우편물 운송과
정이나 분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세관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관우체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
지한다.

○ 이사화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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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중국, 유럽 등지로부터 해상화물은 부산항·인천항 등을 통해 연간 26,000건('11년), 항공
화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17,000건('11년)이 반입된다.
해상화물의 경우 대부분 수취인 거주지 관할세관으로 보세운송되며, 항공화물은 유학생 등의 서
적·의류 등 소포장화물로 공항세관에서 통관한다.
대형포장(해상운송화물), 다품목 혼적으로 X-Ray검색기 등 비파괴 검색장비 활용이 곤란하
며, 인력부족으로 개장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검사율은 11.7%('09년),
10.8%('10년), 9.8%('11년)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다. 수취인이 일반수입화물과 달리 불특정 다
수로서 화주에 대한 성향파악이 곤란하고, 더욱이 포워더에 의한 대리(위임)통관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어서 검사대상 선별이 곤란하다.
- 관리대책
통관처리 Targetting을 과세 ‘위주에서 안보관리 관점으로 전환’하고 검사율을 12 %(관심),
13%(주의), 15%(경계)로 상향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에서 ‘안보감시 세관 관심국가’로부터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
이너 검색기나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색을 실시하며,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부서에 통보하고
e-Seal을 부착하여 이동경로를 추적관리 한다.

○ APO(美 군사우체국)
-현황
미국 등지로부터 국내 약 17개 미군 우체국으로 발송되는 항공우편물·해상우편물이 인천공항
APO로 집중 반입되어, 수취주소 미군 우체국별로 분류하여 배송되며, 일평균 반입량은 항공우편물
의 경우 항공컨테이너 15개(행낭단위 약 1,000개)이고 해상우편물의 경우 주평균 일반컨테이너 20
피트 4대와 40피트 1대이다.
수취인이 총기 습득·소지가 용이한 군인 신분인 반면, 총기류 소지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총기류를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편물을 통한 총기류 적
발사례가 '09년 권총 1정, '10년 권총 2정, '11년 소총 1정 발생하고 있다.
- 관리대책
미군당국과 총기류 등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12.3.6)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美군사우편물에 대한 검사강화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인한 불편한 점에 대해 미군당국의 협조를 구하
고 총기류 등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미군당국 소속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였다.
인천공항우편세관에 X-Ray 검색인원 2명을 지원하여 정상회의 종료시까지 公用, 私用 구분 없
이 미군당국과 합동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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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성과
(1) 잘된 점
○ 경호용 총기류 반출입 확인시 허가기간을 벗어난 총기류(미국, 브라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세관에 유치하여 허기가간 도래 후 국내 반입하였다.
○ 공항경찰대와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시위용품인 시위용
티켓8점, 머리띠 8점, 팜플렛 1점을 적발하여 유치하였다.
○ 세관 관세국경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 전국세관 관세국경관리 국(과)장회의 개최 및 24시간
상황체제 가동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였다.

(2) 개선해야 할 점
○ 사전 협의 없는 통관절차 요구
- 입국여행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국자 이동동선을 벗어나 계류장으로 내려올 수 없으나,
2012.3.20 중국 주석 선발경호단은 주석이 사용할 물품에 대한 차량적재를 직접 확인하고 싶
다고 인천공항 출국대책반에 요청하였다.

○ 준비기획단과 연락체계 미흡
- 핵안보정상회의가 마무리되고 각국 정상들의 출국일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세관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3) 개선방안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해당국가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총기류 반입 관련
정보와 각국 정상들의 출입국 일정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4) 시사점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찾는 각국 정상 등 참가자들이 좋
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친절·신속통관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관세행정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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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세국경감시행정의 과학화·효율화를 통한 사회안전 보호
1. 개요
2011.12.5 지식경재부는 오후 3시 30분 통관 집계 기준으로 수출 5,145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48년 건국한 지 63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만에 세계에서 단 8개뿐인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
이다.
관세청이 개청한 1970년 수출 8억 달러, 수입20억 달러였던 수출입 규모는 관세청 개청 40년이
지난 2011년, 수출은 694배 증가한 5,552억 달러, 수입은 262배 증가한 5,244억 달러를 기록했
다.
1970년 연간 68만 명 수준이던 입출국 여행자는 2011년 4,035만 명으로 60배 가까이 증가였으
며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도 1970년 연간 1만 3,503대에서 2011년 45만 3,609대로 34배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가파른 무역규모의 성장세에 따라 관세청 조직도 개청 당시 본청 3관 2국 9과 9분실에
서 3관 4국 1대변인 8담당관 13과 4팀으로, 일선 조직은 14세관 9출장소 1감시소에서 3직속기관 6
본부세관 1직할세관 40세관 5감시소로 확대되었으며 관세청 전체 정원도 1,890명에서 4,525명으
로 2.3배 증가하였다.
관세청은 1990년대 이후 늘어나는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전량검사제도를 선별검사제도로 전환하고P/L(Paperless) 통관제도 운영하는
등 절차 및 제도 간소화를 통해 관세행정의 과학화·효율화를 추구하였다.

[표 245. 관세행정 환경변화 추이]
구분

1970년

1980년
(증가율)

1990년
(증가율)

2000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2011년
(증가율)

수출입 화물
(백만 톤)

16

94
(488%)

213
(127%)

517
(143%)

7 73
(50%)

8 49
(9.80%)

선박 입출항
(척)

9,095

18,650
(105%)

56,628
(204%)

124,041
(119%)

168,354
(36%)

169,293
(0.50%)

항공기 입출항
(대)

4,408

11,382
(158%)

55,952
(392%)

111,627
(100%)

260,3 46
(133%)

283,947
(9.10%)

입출국 여행자
(천 명)

68 4

2,53 4
(271%)

8,466
(23 4%)

18,751
(121%)

38,226
(104%)

40,3 47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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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감시인력은 676명으로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무 등을 감안하
면 1일 평균 근무인력은 23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시인력으로 광활한 감시
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장비의 첨단화와 위험관리를 위한 선별제도의 효율성 제고의 추구는
절실한 과제였다.
관세청은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밀수방지를 위해 부산·마산·인천·포항·울산·평
택·동해·여수·광양 등 9개 항만세관에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화물 검색을 위해 부산·인천·울산·광양·군산·평택·서울 등 7개세관
에 컨테이너검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분석에 기반한 감시행정 구현을 위해 본청에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공항만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관세국경감시행정의 첨단화·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국내외 유사사례
미국은 2001.9.11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에 대한 여객기 테러사건
으로 인해 정책 중심을 테러위험 차단과 국가안보에 맞추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감행했다. 관세청
의 기능을 확대하여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개편하였으며, 정
보분석을 통한 통합위험관리를 목적으로 CBP내 세관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 산하에
2001년 NTC-P(National Targeting Center-Passenger)를, 2006년에는 NTC-C (National
Targeting Center-Cargo)를 창설했다.
CBP-P는 여행객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선별하고 CBP-C는 화물에 대한 집중심사를 통해 우범화
물을 선별하여 일선세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1858년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로 본격적인 통상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150년이 넘는 통상
역사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관 관세법 및 제도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시켜 오고 있으며, 지역세관
개설, 국제공항 개항 등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와 감시장비의 도입을 통한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추
구하고 있다.
첨단장비 도입·운용의 경우 1978년 항공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Air-Nippon Automatic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을 가동한 이래 1979년 마약탐지견 도입, 1991년 해상
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Sea-NACCS) 및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CIS) 가동, 2001년 대형
X-ray 검사장비 도입, 2003년 해상컨테이너 안전조치(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시험적
실시, 2005년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도입 등 꾸준한 제도개혁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
으며, 특히 2010년 Air-NACCS와 Sea-NACCS를 통합한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시스템 NACCS
를 가동하여 정보활용의 효율성을 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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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역략 증가에 따라 효율적 화물관리를 위해 2008년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위험관리조직을
통합하여 JCITAC(Japan Customs Intelligence Targeting Center)를 설립, 부정무역·지적재산
권·대테러·마약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도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꽤하고 있다. 초기 개발했던
H883/EDI 통관시스템을 H2000시스템으로 업그래이드 하여 전국 통일 해관정보플랫폼을 제공하
여 해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자개항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부처 및 수출입 기업들에
게 각종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7년 말부터 밀수단속을 위한 단일국가자동정보시스템(EGAIS)을 도입하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수출입통관 및 세관 관련 모든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여 위험관리를 위한 정
보분석 기반을 마련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일반적인 ‘국경’의 개념과는 달리 ‘관세국경’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한다. 관세국경관
리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세 등 제세를 납부(또는 면세)하고 수입하도
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효율적인 관세국경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 해경, 항만
청, 검역소,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항공사, 선사, 항만공사, 공항공사, 부두운영사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 47개 세관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MUO업
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밀수방지 및 대테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유기적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행정 파트너인 민자부두의 부두운영사와
MOU를 체결하여 부두출입자에 대한 보안관리에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영역이 지
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감시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MOU 또는 비슷한 형태의 민관협력체
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에는 서울공항, 인천공항 계
류장 및 실내행사장 등에서 각국 정상 및 대표단 입국시를 대비, 관계기관 합동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여 입출국 통관절차 및 보안검색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 국가적 중요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
록 공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기재부, 관세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과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재부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0년 관세청에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안전법상 일정규
모 이상의 선박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AIS(Automatically Identification System)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관세청 내부정보를 연계하여 감시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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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ntegrated Port Surveillance)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항만출입보안을 위해 국토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RFID 기반 출입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항만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
에 있다.
특히 IN-POS시스템은 국토해양부로부터 AIS 정보를 가져와 초기 VMS(Vessel Monitoring
System) 모델 형태로 운영하면서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일선세관 직원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만들어낸 최고의 통합감시시스템이다. ‘IN-POS’라는 이름도 전국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전국 감시직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현재 관세국경감시과에서는 감시행정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하여 감시행정의 미래모습을 재설계
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매트릭스 T/F팀원들로부
터 감시행정의 문제점을 수집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관세국경감시과는 매년 말 다음해의 감시행정 발전방안과 주요 정책방향 공유를 위해 ‘전국 감시관
계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전국 23개 공항만세관에서 5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일선 감시현장
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차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4. 추진내용
(1) 관세국경관리종합상황실 설치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위험관리를 통한 포괄적 국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역안전을 위
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테러 당사국인 미국은 2002년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
던 대테러 기능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였으며 국토안보부 산하에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를 신설 국경관리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또한, CBP 산하에는 NTC(National Targeting Center)라는 위험관리조직을 설치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모든 항공기, 선박, 차량 및 여행자, 승무원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사대상 선별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이러한 미국의 NTC를 모델로 설계되었다. 관세청내 각 부서에 수행하
고 있는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우범선박 선별, 관리대상화물 C/
S(Cargo Selectivity), 조사정보시스템 등 관세국경감시 위험관리의 핵심분야들을 통합수행함으써
정보의 통합을 통한 위험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관세국경감시과는 상황실 설치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의 상황실을 사전답사하
여 상황실 구성현황 및 운영형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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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2010.7.29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6 완공되었다. 애초에
는 관세국경종합상황실 내에 감시총괄팀(11명)과 정보분석팀(9명)을 두고 전청적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조직신설이 지연되면서 일선세관 파견직원 4명을 선발하여 모니터링 및 상황관
제요원으로 활용하여 완공과 동시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림 75.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전경]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선박의 위치 및 운항정보를 전자해도 상에 표출시켜 주는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전국 공항만감시부서로부터 일일상황을 취합 ·분석할 수 있는
CBMS(Customs Border Management System), 우범화물의 국내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를 표
시해 주는 e-SEAL 시스템, 전국 9개 세관의 CCTV 415개를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 수출입통계
등 각종 감시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통계관리시스템 및 뉴스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관세국경감시관련 현황분석 및 실시간 동향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에 주어진 최초의 임무는 ‘G20 서울정상회의’시 관세청의 상황관리 컨트롤타
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G20 기간 동안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며
전국세관의 동향정보를 1일 3회 수집·분석하여 총리실 등 대외기관에 보고하였으며, 특이사항 발생
시 내부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대외적 Contact Point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현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에서는 전국 공항만세관 감시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청·차장에게 일일
보고하고 수집된 감시동향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분석을 실시, 한 차원 높은 고급정보를 생산하여 일선
에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정보분석 기능은 기존 눈으로만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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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감시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시행정의 표본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항로분석을
통해 원산지세탁 의심선박을 적발하거나, 무단입출항 적발 등 관세행정 질서 확립 및 밀수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애초 기획했던 것과 달리 관세국경감시과 내의 유동정원 4명으로 조촐하게 운
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빨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이 정식 직제에 반영되어 관세국경 위험관리의
중심에 설 날을 기대해 본다.

(2) VMS와 CCTV를 기반으로 한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POSS) 구축
VMS는 AIS(Automatically Identific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AIS는 지속적으로 선
박명, 위치, 속력, 제원 등의 정보를 발신하는 장비로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뿐
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IN-POS(Integrated-Port Surveillance) System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입한 VMS(Vessel
Monitoring System)에 내부정보인 공항만감시시스템과 CCTV를 연계하여 VMS의 전자해도 화면
상에서 입출항 신고 및 승인여부를 조회하고 전자해도상에 표출된 CCTV 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IN-POSS라는 명칭도 내부직원들의 관
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했다.

[그림 76. VMS와 IN-POSS 화면비교]
VM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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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OSS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선박에 대한 입출항보고 현황, 자격전환 신청 현황, 선
용품 적재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무역선에 대한 관리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정장소·시기에 입항한 선박만 표출하거나, 선용품 적재허가 및 완료한 선박, 출항허가가 승인된
선박 등 다양한 검색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선박별 하선신고 및 적하목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우범지역 또는 밀수의심지역을 설정
해 놓고 해당지역 내에서의 선박간 접선 시 알람 제공기능, 항만 등 특정 구역별 선박정보 데이터를
제공하여 항계 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종별 정박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
추고 있다.
현재 IN-POS시스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본청 및 부산, 인천, 울산, 평택세관에는 콘솔
(Consol) 기반의 IN-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콘솔이 설치되지 않은 기타 항만세관에서는 내
부전산망을 통한 WEB 버전의 IN-POSS를 활용하고 있다. WEB 버전 IN-POSS에서도 콘솔 버전
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는 중 우범영역 작성 기능을 제외한 우범선박 지정 및 우범영역 관리 등 모든 분
석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POSS를 활용한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77. IN-POSS 항적조회 화면]

① 허위입출항 적발
중국관 대만은 외교상의 문제로 직항운항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중국-대만간 경제, 우편 및
항공·해상교류 정책에 따라 극히 일부 항구에 대해서만 직항운항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
결과 직항이 불가능한 노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마치 우리나라를 들렀다 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허위로 입출항신고한 것을 정보분석 및 항적조회를 통해 57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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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산지표위 위반 적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
리 정부는 이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5월 24일 대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
을 담은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 일명 ‘5.24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북한과의 교역이 중단되
어 북한산 물품은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보분
석과 항적조회를 통해 무연탄(13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허위신고하여 국내로 반입한 선박 3척을
적발하였다.
위의 사례 외에도 2010.10.6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준공 이후 2012.5월말 현재까지 IN-POSS를
활용하여 무단입출항 76척, 허위입출항 78척 및 밀수입 1건, 선용품 무단적재 17건 등 기타 다수의
질서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IN-POS시스템은 기존 눈으로만 보는 기존 감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감시방법으로는 적발할 수 없었던 무단입출항이라던지 원산지세탁 등 새로운 감시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IN-POS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선박 및 항만의 모든 상
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사회안전과 국민건강보호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다.

(3)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CBMS) 구축 운영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CBMS, Customs Border Management System)은 관세국경종합상
황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에서 전국 공항만세관의 주요 동향을 수집·분석하
고 일일동향을 취합·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은 일일상황보고, 정보관리, 사건사고 보고, 감시인력 관리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능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8.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CBMS)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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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일상황보고
일일상황보고는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23개 공항
만세관에서는 전일 07시부터 보고당일 07시까지의 주요사건 발생상황 및 유관기관 동향, 정·첩보
수집현황 등을 08시까지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취합·분석하여 관세국경일일동향보고서를
생산, 청·차장 및 국장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② 정보관리
관세청에서는 2010.10.6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011.9.28 본청 관세국경종합상황실
과 일선세관 종합상황실의 임무를 구분하고 일선 감시조직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감시정보반 편
성 및 정보분석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선 감시조직에서는 세관 주변의 주요동향을 수집하여 CBMS를 통해 본청에 보고하고
부산, 인천, 평택, 울산 등 4개 세관에서는 정보반을 편성하여 월 1건 이상의 정보분석보고서를 제출
하고 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은 수집된 주요동향 및 정보분석보고서를 확인하여 공유가 필요한 경
우 전국 세관에 확산시키고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일선세관에 분석지시 또는 직접 심화분석을 실시
하고 있다.

③ 사건사고 보고
사건사고 보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 유선보고를 실시하고 관리자의 결재과정 없이 러
프(Rough)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여 1보, 2보, 3보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보보고의 신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사건사고의 경우 07시 정규 일일상황보고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④ 감시인력 관리
관세국경 최일선에서의 감시행정은 신속성과 즉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며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목적도 이러한 정보보고의 신속성과 상황대응의 즉시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무역량이 증가하고 입출국여행자가 증가하는 등 감시수요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감시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밀수
적발 등 감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감시인력 관리는 필수다. 24시간 교대근무가 주를 이
루는 감시현장에서 일선세관에서는 일일 근무자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이러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 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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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며, 단 한 건의 안보위해물품이
라도 반입되는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상당히 중요
하며 관세국경상황관리 시스템은 정보수집과 활용에 있어 적정한 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 관
세청의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정보활동은 점차 강화될 것이며 그 중심에서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 첨단 과학검색장비의 도입·운용
1970년 관세청 개청 당시 화물의 수입량은 1,300만 톤, 수출은 300만 톤에 불과했으며, 연간 입
국 여행자도 33만 명에 불과했다. 2011년 기준으로 수입화물은 5,274만 톤으로 4배, 수출화물은
7,132만 톤으로 2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입국 여행자 수도 2,022만 명으로 61배나 증가하였다. 그
만큼 감시해야 할 대상이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경제력 배양이라는 중
요한 시기를 맏는다. 관세청은 1996.7월부터 새로운 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100% 개장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서류제출 없이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P/L(Paperless)신고제
도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수출입통관을 지원하는 방향의 관세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속통관과 안전관리는 어찌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 쪽은 약
화되게 마련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관리기준을 개발하여 각종 C/
S(Cargo Selectivity)에 적용하였으며, 선량한 여행자나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우
범여행자 또는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관세청의 Two-Track 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첨단과학검색
장비이다.

[표 246. 주요장비별 보유현황]
장비명

컨테이너
검색기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차량형
검색기

X-Ray
검색기

금속
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감시정

보유대수

13

10

10

230

715

54

37

9·11테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총기류, 도검류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역량 확대와 화물관리 규제완화에 편승한
불법·부정무역이 증가하고 점점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신속한 물류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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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던 관세청은 2002년부터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을 시작했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일반 개장검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일반 개장검
사가 4~5시간이 걸리고 인건비 등 40~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는 처
리시간 10분 이내이면서 비용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79. 컨테이너검색기 영상판독 화면 및 적발사례]
금괴 밀수 적발

외화 밀반입 적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컨테이너 검색기는 2002년 부산 3대, 인천 1대 도입을 시작하여 2012. 9월
말 현재까지 7개 세관에 총 13대의 컨테이너 검색기를 운용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지정된 장소에 컨테이너를 운반해 와야만 검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차량형검색기이다. 차량형검색기는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어디든 다니
며 컨테이너 내부를 개장하지 않고 X-ray를 사용해 검색할 수 있다.
[그림 80. 차량형검색기]
차량형 검색기 모습

컨테이너 검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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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형 검색기는 도난차량 밀수출 방지 등 주로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도
입되었으나, 현재는 밀입국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6년 최초 도입 후 꾸준히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는 5개 세관에 총 10대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화물탑차에 숨어 국내 타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중국인들을 다수 적발하는 등 첨단감시장비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5) 대테러 방지
미국의 9·11테러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
쳐 줬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지속적인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국가안
보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지만 참혹한 테러를 막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최근 북한이 자행한 ‘서해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나라가 아직 전
쟁 중인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을 통한 안보위해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정기적인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47개 세관에서 분기별 2회 이상 자체 모
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
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훈련에 사용되는 소품은 완전형태의 물품
이 아닌 총기류 또는 폭발물의 부분품을 활용하여 적발능력을 높이고, 불시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
보위해물품 적발시 처리절차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X-ray 판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X-ray판독요원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신규요원에
대해서는 X-ray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세관간 교차근무를 통해 다양한 화물에
대한 적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국정원과 협조하여 국제 테러혐의자
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세관 관심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여행자를 중점으로 타겟
팅하여 여행자를 통한 안보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감시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출입 화물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날이 진화하는 밀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정,
X-ray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배치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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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난 장비들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효율적 장비관리를 통해 관세국경관리의
효율성과 적발능력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대터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국경일일상황보고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
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일 테러정보를 전국 공항만세관에 전파하고 있으며, 세관별 자체계획 수립
을 통해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선사·항공사 등 공항만에서 관련업계
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대테러교육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적발 시
조치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관세국경관리 위원회’를 설
치·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표 247. 관세청 대테러 관세국경관리 위원회 조직도]
위 원 장
차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조사감시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통관지원국장

정보협력국장

최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상승함에 따라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25개국 정상 및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G20 서울정상회
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2.3월에는 전세계 54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대한민
국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우리나라의 안
보상황을 감항하여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관세국경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 행사기간동안 전국세관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
고, 휴대품검사·화물검사·출입자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보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통한 국제행사의 안전개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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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실적]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총기류

58

80

51

392

136

17 7

129

160

89

108

463

917

실탄류

33

1,260

51

13,980

51

2,875

25

106

20

1,069

180

19,290

도검류

5

13

68

615

92

188

84

132

47

26 4

296

1,212

기타

106

159

117

156

169

231

209

263

151

195

752

1,004

합계

202

1,512

287

15,143

4 48

3,471

4 47

661

307

1,636

1,691

22,423

※ 통계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실탄류 적발실적에서 납탄 제외

5. 주요성과
지난 5년 간 추진해 온 관세국경감시행정의 과학화·효율화의 가장 큰 성과는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감시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과거 전통적 감시행정은 눈으로 보다가 이상하면 검사를 하는 체계였다면, 과학화·효율화를 통
해 새롭게 제시되는 감시행정의 패러다임은 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여행자 또는 화물에 대해서만 검
사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국경감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통
합항만감시시스템(IN-POSS)을 구축하였으며, 관세국경상황관리시스템(CBMS)를 구축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에서 CBMS를 통해 전국세관의 주요동향 및 정보를 수집하고 IN-POSS 등
각종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후 일선세관에 감시지휘를 내림으로써 타겟팅을 통한 감시행정 구현이 가
능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성과로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개최 지원이 있다.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와 원활한 행사관련 통관지원업무 수행으로 우리 관세청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였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이며, 전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상당한 국제행사였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우리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
한 관세청의 자산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일제점검제도의 도입이다. 신속·지원 위주의 관세행정이 몰고 온 폐해 중 하나가 전산
과 실물의 불일치이다. 일제점검제도는 적하목록의 내역과 실제 하역화물과의 일치여부를 하선단계
에서 점검하는 제도로 실물의 흐름과 전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하였다. 무었보다도
최근 10여 년 간 지원과 서비스 일색이던 관세행정에 대하여 과연 관세행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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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작은 시도 하나가 결국
관세행정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감시장비의 첨단화이다. 첨단감시장비는 점점 교묘해지는 밀수를 적발하고 관세국경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파수꾼이다. 컨테이너검색기는 대용량의 화물을 단 몇분만에 속속들이
검사할 수 있게 해주고,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은 순찰직원이 공항만의 어디든 서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대신해 주며, 고속 감시정은 넓은 바다를 누비며 관세청의 감시선이 육상뿐만이 아닌 해상까
지 이어져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세국경감시행정의 과학화·효율화의 성과는 사회안전 보호일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
으로 테러발생율 0%를 유지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
겠지만 미국의 9.11테러에서 보듯이 평화와 안전 그 이상의 가치는 누구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6. 향후과제
우리 감시행정의 향후과제는 명백하다. 관세국경감시행정의 과학화·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
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항만감시시스템 고도화이다. 지금 현재 감시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공항만감시시스템은
2000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보의 수집·저장·분석·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취약하다. 또한, 무역거래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
키지도 못하고 있다.
향후 감시행정이 추구하는 정보기반의 감시행정 구현하고, 민원인들의 사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서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시조직 확대되어야 한다. 관세청 감시조직은 감시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2000
년도에 심사국 신설과 함께 감시국에서 감시계로 축소되었다가 2001년 미국 9·11테러사건을 계기
로 감시과로 확대되었을 뿐 그 이후에도 감시인력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관세행정의 무게중심이 신
속·지원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세행정은 이미 신속·지원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 여파는 엄청나다. 신속·
지원도 어느 정도의 감시단속의 선을 확보해 놓고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추구하여야 하지만 지금
까지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감시의 기본적인 선을 회복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감시관련 제도정비이다. 세계의 무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무역거래의 형태도 훨
씬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 감시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
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감시관련 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관세법상 수출과 수입의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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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 감시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수출입물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이다. 우리청은 인력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상
당부분 첨단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첨단과학검색장비의 도입과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00억 원을 웃돌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 해도 감시장비 1,422억 원, 감시정
465억 원, 조사장비 21억 원, 총 1,908억 원에 달한다.
첨단감시장비의 도입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전담
부서도 없이 장비종류에 따라 일선세관 또는 청에서 2~3년에 한번씩 바뀌는 장비담당자가 그때그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에 꼭 필요한 장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구매전담부서와 유지관리 전담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도입·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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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협력과 개도국 지원

제1절 국제 관세외교무대에서의 글로벌 리더 역할 수행
1. 개요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WTO, WCO 등 통상관련 국제기구가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철폐 등을 통
한 무역원활화·자유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 또는 지역간 무역촉진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FTA)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 소득 양극화 및 국경관리 이완 등으로 밀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무역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
법부정무역을 차단해야 하는 각국 관세당국은 WCO, WTO, APEC 등 통상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세
관과의 세관 협력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1970년 개청 당시에는 독립된 국제협력 조직이 없었으나, 1987년 국제협력 전담 조직
으로 세관협력과(양자)와 관세조사과(다자)를 신설하였다. 그 이후 WCO내 관세청 역할의 증대와
1995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1996년 국제 협력 조직을 협력국 산하에 국제협력팀(양자)과 교역협
력과(다자)로 개편하였다가, 1998년 IMF 금융위기 당시 정부 인원감축 과정에서 정보관리관과 협력
국을 축소·통합하여 1999년 현재 정보협력국 산하의 2과 체제로 그 조직을 재편하였다.
이 절에서는 다자협력 분야에 있어 최근 국제무대에서 관세청의 지위가 눈부시게 발전하기까지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 성공적 개최
(1) 개최배경
① WCO는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물품의 국가간 이동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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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전(Trade Security)이 전세계의 화두로 대두되자, 신속한 물류의 흐름을 통한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와 무역안전(Trade Security)이라는 서로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정보통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국제기구, 각국 관세당국, 민간 IT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2002.2월 WCO 사무국이 소재한 벨기에 브랏셀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② 우리청에서는 국제적으로 선진 IT 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추진해오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2005년부터 동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며, 2007.2
월 제7회 IT 컨퍼런스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WCO측에 표명하였다.
③ 당시 WCO IT 컨퍼런스는 관세행정의 중대한 당면과제와 미래모델을 다루게 됨에 따라 국제행
사로서의 위상은 해를 거듭하여 격상되었으며, 우리청은 호주, UAE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제7회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었고, 2007.4.16 당시 WCO 사무총장 ‘미쉘 다네(Michel
Danet)’로부터 개최지 선정에 관한 최종 공식서한을 전달받았다.
④ 이후 2007.4월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개최된 제6회 WCO IT 컨퍼런스 폐막식에서 당시 한
국 대표로 참석한 박진헌 차장이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제7회 대회 개최 수락 연설을 함으로써 우리
청은 제7회 IT 컨퍼런스를 2008.4.22부터 4.25까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 역대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현황
①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2002년 벨기에 브랏셀에서 최초 개최 이후 매년 개최하여 2012년
현재 제11회 IT 컨퍼런스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대 개최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49. 역대 IT 컨퍼런스 개최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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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월

개최국

개최도시

1차

02. 2월

벨기에

브랏셀

2차

03.10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3차

04.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4차

05. 4월

터키

이스탄불

5차

06. 4월

인도

뱅갈로

6차

07. 4월

멕시코

베라크루즈

7차

08. 4월

대한민국

서울

8차

09. 4월

모로코

마라케시

9차

10. 4월

아일랜드

더블린

10차

11. 5월

미국

시애틀

11차

12. 6월

에스토니아

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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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워크숍, 세미나 등이 함께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각국 IT 업체들이 보
유한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로 이루어지며, 각국 관세당국들에게는 미래 IT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선진 관세당국의 IT 기술 도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각
국 IT 업체들에게는 기술 홍보를 통한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③ 2002년 제1회 IT 컨퍼런스의 주제는 “IT와 세관 : 새로운 경제현실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첫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아프리카의 세관을 위한 IT
: 발전의 촉매인가”라는 주제로,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는 “세관/민간협력 : 효율성
증진의 열쇠인가”라는 주제로, 200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세관을 위한 IT : 격차해소의 가교인가”
라는 주제로, 2006년 인도 벵갈로에서는 “IT의 아웃소싱과 국외이전 : 세관을 향한 도전인가”라는
주제로, 2007년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는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 IT는 변화를 촉진하는가”라는 주
제로 관세행정에서 IT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3) 컨퍼런스 주제
① 2008 제7차 IT 컨퍼런스의 주제는 “통합국경관리 : IT는 필수인가”로 선정되었다. 주제 선정
배경은,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교역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면서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촉발
된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여러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국경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통합국경관리 전략이 국제적 화두로 등장한 데 있다.

② 통합국경관리는 세관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경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경에
서 발생하는 국경경비, 여행자출입국, 동식물검역, 질병검역, 식품검역, 국제조직범죄 대책 등을 포
괄하는 폭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당시 컨퍼런스에서는 국경기능이 통합되고 국경관리영역이 확대되
는 추세 속에서 무역원활화와 물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정책의 전략 방향과 실행도구로서 IT의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4) 개최내용
① 2008 제7회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WCO 사무총장, WCO
총회의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이사장, 가나, 파키스
탄, 보츠와나 등 각국 관세청장이 주요인사로 참석하였고, 전세계 무역업체, 물류업체, IT업체와 경
제단체, 국제기구, 그리고 전세계 171개 WCO 회원국의 고위 관세당국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
는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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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삼성SDS와 프랑스 캡제미나이(CAPGEMINI, 세계적인 IT관련 컨설팅사)에서 기조연
설을 통해 통합국경관리와 IT라는 논제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중국,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남
아프리카공화국, 몽골세관 대표가 통합국경관리 전략과 IT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③ 당시 발표된 통합국경관리의 실행 형태로는 싱글 윈도우(통관단일창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
히고 있다. APEC과 ASEAN, 그리고 일본 재무성 대표가 국경기관과 국내외 싱글윈도우 시스템과
의 협력을 포함하여 싱글 윈도우의 최신 개발동향을 발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④ 컨퍼런스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IT 전시회에서는 44개 참여기업들이 독립된 전시공간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였으며, 관세청도 당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전세계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이후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주요성과
① 2008 제7회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고 만
족도가 높은 컨퍼런스로 평가받았다. 당시 WCO 기술관 ‘개러스 루이스(Garath Lewis)’의 WCO
내부 평가서에 의하면 최고의 컨퍼런스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 관세청의 공식적인 역할과 조직
능력이 잘 결합되어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고 평가하였다.

<WCO 기술관 IT 컨퍼런스 평가서 발췌>
Primar y repor t:
The 2008 event was of ficially repor ted by Mr Allen Bruford on behalf of the WCO as "the best ever"
and this quote was incorporated into the press release issued at the close on 25 April.
- 2008년 행사는 WCO부국장 Mr. Bruford가 WCO를 대표하여“역대 최고 대회”로 공식 보고하였으며, 이는 4월 25
일 폐회식에서 발표된 언론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unanimous view of delegates and exhibitors was that the speakers, the venue (Grand Hyat t),
t h e o f f i c i a l f u n c t i o n s a n d t h e o rg a n i za t i o n a l s k i l l o f t h e Ko re a n C u s t o m s S e r v i c e c o m b i n e d t o
achieve such a resounding success.
- 각국 대표 및 전시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연사, 회의장소, 한국 관세청의 공식적인 역할과 조직 능력이 잘 결합되어 행
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WCO 기술관 Garath Lewis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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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전세계에 ‘IT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하여 전자통관시스
템(UNI-PASS) 전세계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내 IT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에 기여하였다.

③ 무엇보다 2008 제7회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세행정
의 제도, 시스템을 전세계로 전파하고 전세계 무역환경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
업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첨부자료>
[그림 81. WCO 사무총장‘미쉘 다네(Michel Danet)’가 보내온 개최지 선정 공식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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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제6회 멕시코 IT 컨퍼런스 폐회식에서 개최 수락 연설하는 박진헌 前 차장]

[그림 83. 2007 제7회 IT 컨퍼런스 개회사 하는 허용석 前 관세청장]

[그림 84. 2007 제7회 IT 컨퍼런스 개회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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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각국 IT 전시부스를 관람중인 참석자들]

3. WCO 아·태지역 의장국 역할 성공적 수행
(1) 개요
①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관세행정의 위
상이 미흡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등 대외협상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전세
계적으로 관세행정의 국제표준 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각 선진국에서는 서로 자신의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② 이에 한국 관세청은 2005년 수립한 세관현대화계획(CMP 2010+)의 과제로 WCO 아·태지
역 의장국 수임을 선정하고, 2007.5월 지역의장국 수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08.4
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2차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피선되었고, 2008.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11/112차 WCO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아 임기 2008.7.1부터 2010.6.30까지 2년 동안 WCO 아·태지역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
었다.

(2) 추진내용
① 먼저 한국 관세청은 2008.6.7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 WCO 아·태지역의장국 사무국을
방문하여 이전 의장국으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하였다. 의장국 웹사이트를 인도에서 한국으
로 이전하고자, 도메인 서버 이전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고, 원본 자료(source data)와 각 회원국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 지역전략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 의장국 활동결과 보고서 등 각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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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인계받아 한국으로 가져와 차기 의장국 활동을 준비하였다.
② 또한 당시 교역협력과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의장국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여 조직을 일부 개편
하였다. 기존에 교역협력과에 있던 WCO 업무팀을 사무국으로 편입시키고, 기존 업무이외에 WCO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국제협력 업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직원을 추가로 증원
하여 관세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무국 편제를 완성하였다.

③ 한국 관세청은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총 7개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는 아·태지역 관세청장들이 참석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의 전략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전략계획을 수립·승인하며, 차기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였다. 2000.4.27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당시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등 총 13개국을 대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우
리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사항을 해소, AEO 액션플랜 서명, 양국 관세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관세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④ 한국 관세청은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2008-2010 지역전략계획’
을 수립하여 능력배양, 교역안전·원활화, 감시단속, 연구분석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51개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였다. 당시 지역전략계획은 관세청 성과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추진과제별로
KPI 및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행현황점검을 체계화하여 회원국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⑤ 또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의장 선출과 각 위원회 구성 원칙을 규정한 지역대표 선출 규
정이 2004.4월 제10차 아·태지역 총회에서 승인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발생하여 2010.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지
역운영그룹 운영지침과 옵저버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WCO 아·태지역 행정결정 개정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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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0. WCO 아·태지역 의장국 사무국 편제표]

의장(청장)
정보협력국장
교역협력과장

지역의장국팀(사무관1, 직원 2~3)
■ 아·태지역회의 개최준비
■ WCO 의장국 자격 참석 회의 준비
■ 지역전략계획 이행현황 점검
■ 주요현안별 회원국 의견 수렴
■ 웹사이트 관리, 소식지 발간
■ 회원국 contact point 관리

WCO 일반팀(사무관1, 직원2)
■ WCO 일반 업무
■ WCO 회원국 자격 참석 회의 준비
■ WCO 제도 연구·분석
■ WCO 산하기구 국내유치 추진
■ WCO 전문가 배출

[그림 86.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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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그림 88. 개회식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영선 前 관세청장]

450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4. CCF-KOREA 68) 펀드 조성
(1) 추진배경
① 전세계적으로 2000년까지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사안은 무역원활화(facilitation)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모든 미국행 화물에 대한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
전 검사를 요구하는 등 극단적인 무역안전(security) 정책으로 무역장벽이 다시금 심화되는 움직임
이 있었다. 이에 WCO(세계관세기구)는 무역원활화와 안전의 조화를 위해 2005년 SAFE(Security
and Facilitation in global Trade) Framework를 채택하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다.

② 또한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EPC 정상회의 후 정상 선언문에 AEO 상호인정 노력이
채택되면서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G20정상회의 개최국 지위에 걸맞게 관세행정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넓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
고 전세계적인 AEO 제도 확산 주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③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안전관리 기준이 운영되
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세계적인 제도 도입은 쉽지 않았다. 이에 우
리나라는 데이터분석에 기반하여 쉽고 간결한 인증절차를 보유하면서도 정교한 위험관리를 통해 안
전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AEO 제도를 전세계 AEO 제도의 표준모델
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는 국가 對 국가의 사업으로는 국가 상호
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파급효과 또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WCO의 개발도상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CCF-K(Customs Cooperation Fund-Korea, 세관협력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예산에 CCF-K 100만 불을
반영하고, 2011/2012 WCO 회계연도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다.

(2) 세계 각국의 CCF(세관협력기금) 운용 현황
① WCO내 회원국 중 가장 많은 CCF(세관협력기금)를 출연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적재
산권 분야에 있어 자국의 기금을 출연해 전세계 관세행정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주도하
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WCO내 입지 확대를 위하여 WCO 사무총장에 일본인 당선을 목표로 세관
협력기금을 2008년 220만 유로에서 2009년 335만 유로로 크게 확대하고, 2009.12월을 기준으로

68) C
 ustoms Co-operation Fund : 선진국이 자금을 투자하여 개도국 통관환경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CCF와 투자한
국가명을 조합하여 한국에서 투자한 기금을 CCF-KORE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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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내 각국 파견관 33명 중 8명을 파견하고 있어 WCO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② 일본 외에도 2008/2009 회계연도 기준으로 네덜란드는 29만 유로, 러시아는 16만 7천 유로
독일은 8만 5천 유로 등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기금을 출연하며, 각자 자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CCF-K 활용 실적
① WCO의 회계연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가 1년 주기 회계연도로 2011
년 처음 CCF-K를 출연한 우리나라는 2012.6월 첫해의 사업이 끝났고, 2013.6월까지 두 번째 연
도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② CCF-K는 원칙적으로 WCO에 우리나라가 출연한 기금으로 WCO가 기금을 집행하고, 결
산하며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연한 기금인 만큼 우리나라의 국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WCO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금이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기금 활
용을 위하여 2011.6월 WCO내 펀드매니저를 파견하고, WCO 아시아 태평양지역 능력배양사무소
(ROCB)에 개발도상국의 AEO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였다.

③ 그 동안 CCF-K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기금 마련 취지가 전세계 AEO 제도 도입 확
산을 주도하고 국제표준 선도에 있는 만큼 각종 사업의 내용은 AEO 제도 전세계 확산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먼저 2011.8월 피지 관세청에 WCO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
여 AEO 제도 도입을 지원하였다. 민·관 파트너쉽에 기초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사례,
AEO 제도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AEO 공인심사기준 등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지 관세청의 현행 민·관 파트너쉽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
선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였다.

④ 피지 관세청 외에도 우수한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대두되는 몽골에도 AEO 제도 도입을 지원하였다. 몽골 관세청
에는 나름대로 7명을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AEO 제도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
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AEO 제도의 개념보다는 실제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기술을 전수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때 형성된 몽골 관세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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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세계 AEO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는 선진 기술을 각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관 양
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일본, 싱가폴, 태국, 말련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직원을 대상
으로 WCO AEO 교관 인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증교관 9명을 선발하여 현재 각국에서 AEO
제도 도입 확산을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세계 관세당국 직원의
참석하는 2012 AEO 국제 컨퍼런스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각국 사례를 서로 교환하고 향후 발
전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 전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CCF-K를 통한 국익 제고 차원에서 친한파 양성과 향후 국제사회에서 아국 입지 강화, 전자
통관시스템(Unpass) 수출 지원을 위하여 각 대륙별 사업을 계획하였고, 첫 번째로 2012. 11. 29.부
터 2012. 12. 5.까지 남미지역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페루 등 5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와 WCO 사무차장을 초청하여 아국의 선진 관세행정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
다. 당시 참석인사들은 아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인 Uni-pass와 세관현대화계획(CMP 2010+)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행사를 준비한 한국 관세청에 큰 감사를 표하였으며, 향후 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4) 향후 과제
① 2012.6월 현재 CCK-K를 활용하여 WCO와 한국 관세청에서는 공동으로 AEO MRA 효과 측
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AEO 제도가 전세계적인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AEO
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AEO 제도의 전세계 확산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학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민·
관·학이 서로 연계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또한 현지 컨설팅, 워크숍 개최 등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의 형태 외에 관련 학위과정 개발, 전세
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발굴 또한 향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5. WCO RILO AP 유치
(1) 추진배경
① RILO(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는 WCO 감시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역내
(域內) 정보교환 창구로 전 세계 11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마약, 무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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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CITES 등의 불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무역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지역 정보연락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아·태(중국), 중동(사우디), 서유럽(독일), CIS(러시아), 동유럽(폴란드), 동남아프리카(케냐), 북아프리카(모로코), 중앙아
프리카(카메룬), 서아프리카(세네갈), 남미(칠레), 카리브(세인트루시아)

② 주요기능은 지역내 각 회원국 세관이 WCO 정보시스템(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한 마약 등 적발사례 D/B를 관리하고 축적된 자료를 회원국간 공유하며, 밀수방
법, 밀수루트, 은닉수법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마약, 부정무역 등에 관한 긴급첩보를 관련 회원국들
에게 전파하는 등 지역내 정보교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원국 세관직원에 대한 정보분석 기
술의 지원 및 세관직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③ 우리나라는 WCO 및 아·태지역 RILO 회원국으로서 각국 관세당국과 WCO와의 정보교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WCO 및 RILO와 마약밀수 정보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 밀수단속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온 배경을 가지고 있다.

④ 이러한 RILO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고 아·태지역내 불법 부정무역사범에 대한 정보력 확
보, 마약사범·밀수·자금세탁 등 경제사범에 대한 관세당국간 공동단속작전 주도권 확보로 국민보
호 및 국격향상, RILO를 통한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국내 외화획득 기여 및 관련 산업발전 지원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우리 청은 2010.4월에 개최된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시 아태지역 RILO 사무
소 국내이전을 의제로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WCO 최초의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는 1987.12월 홍콩에서 개소하였으며 홍콩에 이
어 일본이 동경세관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RILO를 유치하였다. RILO는 4년 단위로 회원국의
유치신청을 받아 WCO 지역총회 등에서 승인을 받아 유치하는데 아태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중국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RILO를 북경세관에 유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2011년까지 한 차례
더 RILO를 유치한 바 있다.

② 최초 사무소 유치를 위하여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차장급 책임자의 T/F를 2002년말 RILO의
북경유치 확정 이후 유치 약 1년 전부터 RILO 북경사무소 준비단을 조직하여 직원훈련, 사무설비 완
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해관은 2004.1.13 북경의 국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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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아태지역 RILO 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하고 북경해관 내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음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유치 후 연간 운영경비로 사무실임대료, 책자발간, 각종회의참석,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
영 등에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태지역 RILO 사무소(북경) >
○ 직 원 : 중국세관직원 9명, 한국·일본·홍콩 세관직원 각 1명(총 12명)
○ 조 직 : 월보담당팀, 정보분석 및 DB관리팀, 기술지원팀
○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29개국(`07.11월 현재)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우리청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관행정 우수성 평가 및 UNI-PASS 해외수출(9건, 84
백만불) 등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유지강화하고 아태지역내 관세행정 후진국에 대한 지원책의 일
환으로서 능력배양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내외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② RILO 지역사무소 유치는 지역내 경제적 문화적 선진국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마약
조사 분야를 뛰어넘어 지역내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행정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지역내 진출시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그 의의의 일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우리청은 ‘제13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를 2010.4.27부터 4일간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25개국 관세청장에게 RILO사무소의 한국유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국
의 지지를 당부하고 유치의향서 제출 등 WCO 사무국 및 역내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사무실 공간, 운영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내부적인 검토 및 조율작업에 착수하고
아·태지역 회원국에 RILO A/P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 파견을 요청하였다.

(4) 추진내용
① WCO 총회에서 RILO 사무소 유치가 확정되면서 2012년 개소를 목표로 우리청은 예산확보
등 각종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하
였다. 검토대상으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서울세관 및 구로세관이 대상지로 검토되었으나 여러 가
지 조건을 검토결과 서울세관이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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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설치지역(세관) 선정기준 >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직원 총 11명 내외를 고려한 사무실 규모(중국사무소 규모 300㎡/100평)
· 외국파견 직원(3명 내외) 및 내부직원(8명 내외) 생활편의 고려
· 마약 및 조사감시 관련 다양한 정보수집 용이성 고려

② 사무소 이전을 위한 WCO RILO AP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조직 등 사무소 운영 전반
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개소식까지의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2011년도 상
반기에는 RILO 이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운영 인력 8명, 사무실 전산설비 등 설치계약
및 착공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T/F팀 주관으로 중국사무소 업무이관에 착수하고 제23차 WCO
RILO AP 회의에서 이전계획 종합발표, 외국세관직원 파견직원 섭외 등을 진행하였다.

③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으로 2012.2월 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주까오장 조사국장,
아태지역 29개국 세관조사단속 책임자, 주한 외국공관 관세관 및 국내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WCO/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개소식을 개최하고 RILO 사무소 서울 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5) 주요성과
① “국경을 잇는 가교(Bridge across borders)”라는 모토를 내건 RILO/AP가 아태지역뿐 아니
라 타 지역 RILO, 인터폴, 등 국제기구들과도 부정무역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한 글로벌 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아태지역 내 마약·무기·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무역 등 범칙정보의
교류촉진과 국제공조강화, 개도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조사분야 관세행정
발전과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과제
아태지역정보센터(RILO/AP)의 발전적인 운영방향과 회원국에 대한 조사단속 및 정보분석 기법
등 기술지원 계획을 각 회원국에 소개하고, WCO의 정보공유망인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의 활용 강화방안과 각국 관세당국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충실한 개선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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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 AEO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
(1) 추진배경
①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9.11 테러이후 무역원활화와 더불
어 교역안전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2005년 6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제무역질서의 표준
으로서 SAFE Framework를 채택하여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② 동 프레임워크는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부문간 협력을 2개의 큰 축으로 설정하고, 17개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전세계적인 통합공급망관리(ISCM;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를 위한 실효적인 도구의 하나로서 공인경제운영인(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각국에 제시하게 되었다.
[표 251. SAFE Framework]

Pillar 1(세관-세관간 표준 1~11)
1. 통합공급망관리(ISCM*) : UCR, AEO

Pillar 2(세관-민간간 표준 1~6)
3. 승인(Authorization) : AEO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Facilitation
Security
& Control

World Trade

Facilitation
& Simplification

SAFE FoS
* ISCM(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 수출입 화물 안전성 보장을 위한 무역공급망에 대한 세관당국의 표준 통제절차

③ AEO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관세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하며 우리 청은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WCO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각국과 한국형 AEO제도를 바탕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④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원조 수혜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원조, 자연
재해 복구 지원 등 원조공여국으로서 역할 확대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관세행정 선진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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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WCO에 2011년부터 매년 100만불 상당의 세관협력기금(CCF-K;
Customs Cooperation Korea Fund)을 조성하였다.

⑤ WCO 세계 AEO 컨퍼런스는 이러한 국제무역의 새로운 이슈인 안전(Security)에 대한 관심
과 국제사회에 기여코자 하는 우리청의 강력한 의지가 맞물리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 개최배경의 핵심이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동 컨퍼런스는 AEO를 단일주제로 한 국제회의로서는 세계최초의 사례이다. 민·관·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제도에 대한 평가, 토론을 실시하고 각국간 MRA를 병행추진함으로써
질적·양적인 실리를 추구하였다.

② WCO에서 주관하는 유사한 국제회의로서 최근에 우리 청이 공동주관한 행사는 2008년 4월에
개최된 WCO IT 컨퍼런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시 우리 청은 UNI-PASS 개발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화, 비용절감 효과 등 아국 관세행정정보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내외 IT업체의
관세행정관련 시스템 개발현황, 각국 모범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뜨거운 호응
과 500여 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WCO에서는 공식문서를 통하여 동 컨퍼런스가 현
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컨퍼런스 개최 기본계획 수립 시 구성된 ‘AEO 컨퍼런스 준비기획단’은 성공적인 행사개최가
정부부문을 넘어선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외 유관기관, 무역업체, 학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및 동영상,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총 690개 기관을 대상으로
8,000부에 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행사 알리기’를 위해 서울 1,3호선 지하철
에 지면광고 실시, 전 계층 관심 유발을 위한 유투브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
시하였다.

③ 국외홍보활동은 WCO와 연계한 APEC 등 국제기구 참여 직접 독려, 재외공관을 통한 간접홍
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각계의 참여율 제고에 주력하였는 바, 컨퍼런스 기간 중 11개 국제기
구, 24개국 정부, 4개 대학이 참여하는 성공적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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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대내외 소통활동 전개]

(4) 추진내용
① 컨퍼런스 준비기획단은 행사기획단계시 최고의 컨퍼런스를 지향함과 동시에 ‘한국형 AEO 제
도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외 인력의 능력배양’,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7개 추
진과제별 19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였다.

[표 252. AEO 컨퍼런스 3대목표]

A

AEO Globalization
한국형 AEO 제도의 국제적 확산

C

Capacity Building
능력배양연수를 통한 민관 글로벌 인재양성

E

Establishing Network
국제기구·세관·민간기업 네트워크 구축

② 우리 청은 WCO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AEO 컨퍼런스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차
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본청 교역협력과와 심사정책과에서 전담인력을 배치
하고 담당업무별로 컨퍼런스 기획 및 총괄운영팀, 워크숍 운영 및 행사홍보, 의제선정 및 MRA관련
양자회의 운영팀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였다.

③ 각국 정부 및 민간기업 참여제고를 위하여 국제회의 참여시 각국 직접홍보, 재외공관을 통한
간접홍보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행사 참여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한국형 AEO 제도의 확산을 위해 고위급(이스라엘, 인도) 및 실무급(터키 등 12개국)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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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추진하여 액션플랜 서명 등 각국과 MR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민간·정부·학계를 망라한 49
개 워크숍, 4개 패널 토론, 2개 포럼 등 AEO 제도를 단일주제로 총 55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
련하였다.

④ 동 컨퍼런스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국(28개국) 및 관세청장회의 개최국(49개국)과 그 동안
우리청이 구축해 온 관세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리적인 관세외교 효과 거양을 위해서도
노력한 행사였다.

⑤ 시스템 수출국 및 신흥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초청연수를 개최하고 IDB, ASEAN 등 국제기구
와 연계하여 대륙별로 남미,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세관직원에 대하여 연수 참가비용 지원 등
총 30개국 45명에 대한 무상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세행정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⑥ 또한 무역안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 전환과 SICPA(스위스 보안업체), BSI(영국표준협회),
CUPIA(국종망연합회), AEO진흥협회 등 국내외 AEO 관련 업체에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기회를 제
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컨텐츠 기획으로 각국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의 행사라는 평가
를 받은 행사였다.

(5) 주요성과
① WCO 주관 행사 중 역대 최대규모의 행사로 기록되었으며 관세행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IT 컨퍼런스에 이어 우리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재입증한 계기였다.

② 한-이스라엘 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의(2회) 및 실무급 회의(12회) 개최를 통해 한국형 AEO
제도보급에 전력 집중하였으며 총 55회의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 인증업체는 국제적 표준에
대한 이해 제고, 미인증업체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③ 또한 관세행정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중앙아시아 등 해당지역내 시스템 수출기반 강
화 및 친한파 구축에 기여한 행사였다.

(6) 향후과제
① 국제기금의 성격상 WCO의 펀드운용 규정 등이 없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 개연성이 상존하여
불요불급 예산의 최소화 및 실리추구형 사업발굴을 위한 내부검토, WCO와 기금운용 실무회의 개최
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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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WCO와 우리청간 충분한 사전공조 결여로 국토안보부 및 EU 장관 등 주요 VIP의 행사
초청 및 참석이 불발되었으며 ‘서울 선언문’과 같은 행사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 발표 등 질적인 측면
을 고려한 치밀한 사전기획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차년도 CCF-K 사업계획은 WCO와 일정조율
등 기본안을 마련하여 연초 본청 업무계획에 반영·시행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7. 주요성과
(1)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① 그 동안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80년대 뚜렷한 전략과 비전
없이 선진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주인공
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관세청은 WCO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국 수임,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세계 AEO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 CCF-KOREA 기금 마련 등 과거에
는 상상할 수 없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자연스럽게 국제무대에서의 입지 또한 크게 상승
하였다.

② WTO, APEC, ASEM, WC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된 관세행정 제도와 시스템
에 대하여 큰 박수를 보내며, 각종 컨퍼런스, 워크숍 등이 개최될 때마다 한국 관세청 직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요청하는가 하면, 아시아 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금융기관에
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지역 관세청 직원에 대한 연수를 한국 관세청에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③ 또한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 관세행정의 제도와 시
스템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 관세청 직원을 초청하여 교육을 하는 등 원조 공여국의 위치에 올랐으
며, 점차 이러한 원조사업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 국제기구 파견 직원 확대
① 2011년도에는 개청 이래 최초로 WCO 연구·전략(Research & Strategies) 분야 기술전문
관(Technical officer)에 소속 직원이 공모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WCO 품목분류
(HS)위원회 워킹파티 의장에 소속 직원이 선출되었고, 태국에 소재한 WCO ROCB(아태지역 능력배
양사무소)와 UNEP(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에 소속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소속 직원의
국제기구 파견도 매우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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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국제기구내 소속 직원 파견은 당사자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
제기구 내 한국 관세청의 영향력 제고를 위하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파견 직
원의 확대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한국 관세청의 위상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리더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글로벌 전문가 육성
① 한국 관세청은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행정의 제도와 시스템, 노하우를 전
수하는 능력배양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배양 사업은 자연스럽게 양질의
교관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야별로 국제적인 전문가가 육성되었다.

② 현재 한국 관세청에는 WCO로부터 교관자격을 인증받은 4명의 직원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추가로 1명이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며, 2012년도에는
2명의 직원이 WCO IPR(지적재산권) 분야 교관인증 워크샵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추가로 교관인증
을 받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자체적으로도 해외 교육생을 대상으
로 하는 능력배양 활동 과정에서 어학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직원을 교관으로 지정하여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등 글로벌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향후과제
(1) 관세행정 고유의 국제협력 업무 정체성 확립
① 지금까지 관세청의 다자분야에 있어 국제협력 업무는 주로 국제기구와 우리청을 잇는 연락창
구 역할 구축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제는 WCO 업무와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기본 업무를 근간으로
우리청 조직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조직 고유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
제사회에서의 외형 확대보다는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무역분쟁 해결 지원이나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관세청의 고유의 역할을 찾고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② 또한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는 WCO뿐만 아니라, WTO, ASEM,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우리청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를 개척하고 적
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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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주력
① 국제협력 업무는 전문인력의 양성 없이 발전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조직의 발전은 개인역량의
발전에서 시작되고, 국제기구내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소속직원의 진출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과거 국제협력 업무 초창기에는 어학능력이 업무적격성 판단의 최우선 조건이었다면 최근에는
어학능력 뿐만 아니라 특화된 분야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의 뒷받침 없이는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국제협력 업무에 있어 전문가는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
성할 수 없고,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여야 한다.

③ WCO의 경우 타 국가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논
의에 참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논의 과정의 이력관리,
여론 주도 등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④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격자에 대한 보직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전
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수원에 전문과정을 개설하거나 외부 훈
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조직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아국 관세행정 발전모델 국제적 확산
1. 개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관세행정의 선진화도 어느 정도 이룬 것으
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의 위상과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
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선진 관세행정 발전모델 확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개도국 대상 연수프
로그램 운영, 글로벌 관세행정 전문가 양성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수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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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연수프로그램 운영
(1) 개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10.11월)」 개최 결과 “개도국 빈곤탈출과 경제성장 지원” 선언 및 <국
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시행('11.10월)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이 정부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었고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사업으로는 WCO(세계관세기구) 주요정책의
하나인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이 선정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외국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세행정분야에
서 관세청이 특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1990년부터 전 세계 세관직원 대상 능력배양
사업을 전개하여 2007년까지 53회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무상원조 정책방향 조정·효과적 사업시행을 위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
와 협의하였고,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지속적 확대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WCO RTC(세계관세기
구 지역훈련센터: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er) 지정에 따라 연수
원 내 「국제교수부」 신설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다.

(4) 추진내용
① 선진국 사례분석('11.1월)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일본) 세관 연수제도 운영실태를 조사·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우수 교관확보 및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장
기 계획수립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② 능력배양 통합관리 T/F팀 신설('11.2월)
첫째, 분야별 전문강사 양성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둘째, 능력배양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및 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세관협력기금(WCO Customs Cooperation Fund), 아세안
협력기금, ADB 자금, KOICA기금 등 신규 재원 사업의 활용 및 우리 청 비교우위 분야인 IT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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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CO 지역훈련센터(RTC) 유치 추진
WCO는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2001년부터 주요국 세관 교육훈련센터
를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하는 MOU 69)를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우리청은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우수한 시설을 국제
교육훈련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WCO 지역훈련센터(RTC) 유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요건
충족을 위해 전산설비, 강의실, 기숙사 등 연수원 시설을 보완하였다.

< 지역훈련센터(RTC) 시설요건 >
○ 최소 기숙사 30실(1인1실), 강의실 1개, 분임 토의실 2개, 식당 및 레저 또는 스포츠 시설(TV시청실, 운동장 등),
도서관 등 필요

④ 국제훈련 인증교관 및 WCO 인증교관 육성
개도국 교육훈련 선진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규교육과정에 ‘국제전문가 양성과정’을 신
설하였고, 국제훈련 인증교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전문강사로 선발하여 개도국 세관 초청연수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강의능력 배양을 위
해 노력하였다. 또한 WCO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청 내부
의 분야별 우수 국제훈련 교관에 대해 WCO 주관 전문분야별 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WCO 인증교관
(WCO-Accredited Expert)으로 선발되도록 지원하였다.

(5) 주요성과
① 초청연수사업의 지속적 확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 동안 총 53회 788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였으나, 2008
년 이후 5년 간 초청연수 실적이 78회 1,1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수내역을 살펴보면, 자
체 연수, WCO 아태지역 회원국 초청연수, 아세안회원국 초청연수, WCO Fellowship 초청연수,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청연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초청연수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69) 일본, 홍콩,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 포함 전 세계 21개국이 WCO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훈련센터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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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초청연수 사업 확대 추이]
(단위 : 회, 명)

구분

'08

'09

'10

'11

'12

합계

횟수

5

9

18

23

23

78

참여인원

65

162

274

3 42

356

1,199

② WCO 지역훈련센터(RTC) 개소
제18차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08.11월, 서울)에서 지역 회원국은 우리 청의 지역훈련센
터 유치 제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였고, 제6차 WCO 지역훈련센터 회의('08.12월, 홍콩)에서 우리
연수원을 IT분야 전문교육기관 70)으로 결정하여 2010.9.9 WCO 지역훈련센터를 개소하였다.

③ 국제훈련 전문강사 및 WCO 인증교관 배출
영어 구사능력과 실무를 겸비하여 주제별 맞춤형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국제훈련 인증교관 선발 시험을 실시하였고 3회의 자격시험('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12
년 하반기)을 통해 관세행정일반, FTA, 통관, 심사, 조사 및 정보·IT분야 등 총 11개 분야 22명의
국제훈련 인증교관을 배출하였다. 또한, 전문 분야별 6명의 WCO 인증교관을 배출하여 WCO 주관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국 관세행정 전파 및 국제규범 선도화를 추진하였다.

(6) 향후과제
①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다각화
기존의 초청연수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한 개도
국 세관직원 교육 및 관세행정 재설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② WCO 지역훈련센터 고도화
정보화 분야 교육관련 설비를 확충하여 IT 및 싱글윈도우(통관단일화창구) 등 정보화 전문 국제훈
련기관으로의 역량을 갖추고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훈련 교관에 대한 지속적 교
육실시 및 우수 시설·교보재 확보를 통해 지역훈련센터(RTC) 운영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
가받는 일본세관 연수원을 능가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70) 아태지역 지역훈련센터 전문화 분야 : 일본(IPR,AEO), 중국(HS,평가) , 인도(마약, 환경), 말레이시아(사후심사, 관리), 홍콩(위험관리,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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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WCO 지역훈련센터 개요]
□ 설립 목적
○ WCO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수행의 지역화 전략*에 따라 전 세계 각 지역별 WCO 지역훈련 시설 확보
* 각 지역에 특화된 능력배양 실시
- WCO의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전문교육 가능

□ 지정 요건
○ 교육시설 :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강의실, 3개 이상의 분임토의실
○ 생활시설 : 숙소, 구내식당, 도서관, 체육관
○ 기술시설 : 광역 인터넷, 온라인 학습 서버, 무료 이용이 가능한 20대 이상의 이메일 확인용 컴퓨터

□ WCO 지역훈련센터 운영 회원국 현황
○ 6개 지역(아·태지역, 동·남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중·서 아프리카, 미주, 유럽) 21개국
○ 아·태지역 훈련센터 운영 현황
- 6개국(한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그림 90. WCO 지역훈련센터 개소식]

('10.9.8, 천안국경관리연수원)
참석자 : 윤영선 청장님(왼쪽 6번째), 쿠니오 미꾸리아 WCO 사무총장(왼쪽 7번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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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WCO 지역훈련센터 개소식]

('10.9.8, 천안국경관리연수원)
윤영선 청장님과 쿠니오 미꾸리아 WCO 사무총장님 핸드프린팅 장면

3. 글로벌 관세행정전문가 육성
(1) 개요
최근 한국 관세행정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
준으로 통관제도·IT 등 우리 관세행정 경쟁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이슈와 논의를 주도해 나갈 관
세분야 국제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개도국 관세분야 자문관(Customs Expert) 배출을 위해 업무전문성과 어학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관세청은 업무 특성상 WCO, WTO, APEC 등 통상관련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거 2010년까지 국제기구에 파견된 소속 직원은 WCO의 지적재산권 분야 기술파견관
(Technical Attache) 1명이 전부였다. 당시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WCO에 파견된
직원의 숫자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대략 6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관세청의 국제
기구 진출은 매우 미약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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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WCO 기술전문관(Technical Officer) 배출을 위해 WCO 인사국과 협의하였으며, 국제훈련 인
증교관 자격시험 도입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인사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하였다.

(4) 추진내용
① 글로벌 관세행정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운영
WCO가 수행하는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별 능력배양 전문가풀 확보
및 WCO 기술전문관, 인증교관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국제기구 내
의 관세행정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WCO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WCO 관세전문가 후보를 선발('11.3월)하였다. 그리고 WCO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개정교토협약, 평가, HS, 원산지, IPR, AEO 등 WCO가 주관하는 각종 워크
샵 및 세미나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내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② 국제훈련 인증교관 육성
개도국 교육훈련 선진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규교육과정에 「국제전문가 양성과정」 을
신설하였고, 국제훈련 인증교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
격을 보유한 직원을 전문강사로 선발하여 개도국 세관 초청연수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지식전달능력
(delivery) 및 강의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5) 주요성과
① WCO 기술전문관 배출
2011년 WCO 연구·전략(Research& Strategies) 분야 공모에서 한국 관세청 한창령 서기관이
기술전문관으로 임명되어 향후 5년 간 관세 및 국제무역문제 등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관세·무역, 능
력배양, 조사·통관 분야에 대한 WCO 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WCO 발전전략 등에 대해 사무총장에
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② WCO 세관협력기금 펀드매니저 파견
한국 관세청이 2011년부터 WCO에 세관협력기금 100만 불을 출연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
용을 위하여 펀드매니저 2명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WCO 본부와 태국에 위치한 ROCB(아태지
역 능력배양사무소)에 각 1명씩 파견하여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운용하고 있다. 파견직원
들은 WCO내 사업 수요를 적절히 조율하는 한편,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WCO와 한국 관세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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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CO 인증교관 배출
관세행정 전문 분야별 6명의 WCO 인증교관을 배출하여 WCO 주관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아국 관세행정 제도 홍보 및 국제규범 선도화를 추진하였다.

④ 국제훈련 인증교관 선발
영어 구사능력과 실무를 겸비하여 주제별 맞춤형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국제훈련 인증교관 선발 시험을 실시하였고 3회의 자격시험('11년 하반기, '12년 상,하반기)을
통해 관세행정일반, FTA, 통관, 심사, 조사 및 정보·IT분야 등 총 11개 분야 22명의 국제훈련 인증
교관을 배출하였고, 향후 이들을 WCO 인증교관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6) 향후과제
① WCO 사무총장 등 고위직 배출
WCO 기술전문관 배출을 계기로 향후 세관협력기금 및 WCO 분담금 출연확대, 한국 선진 관세행
정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WCO 사무총장, 국장 등 고위 선출직 진출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② WCO 인증교관 배출확대
현재까지 5명의 WCO 인증교관을 배출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향후 업무전문성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직원을 발굴하여 WCO 인증교관 pool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관세행정 발전 및 표
준화를 선도하고 아국의 우수 관세행정을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4.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
(1) 개요
최근 개도국 정책결정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발재원이 필요한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국가예산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히 무역성장을 통한 한국 발전모델에 주목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개선 등 관세행정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세행정 개혁 일환으로 많은 개도국들은 전자통관시스템 71) 구축을 추
진 중에 있는데 특히 우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71) 전자통관시스템은 기업 등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
식으로 자동화하여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아국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하여 UNI-PASS라는 브랜드명을
부여하였으며, 수입통관시스템, 수출통관시스템, 수입화물관리시스템, 수출화물관리시스템, 관세징수시스템, 관세환급시스템, 싱글윈도우시스템
등 7개 시스템 부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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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적한 발전 노하우까지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요증대와 더불어 무역상대국의 불투명한 통관절차로 인한 우리 기업
의 통관애로 증가 또한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진출 아국 기업의 통관애로 건수는 2000년 30건에서 2010년 363건으로 10년
간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관애로는 세관통관절차 등이 불투명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사
례가 많아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해당국가에 구축할 경우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
로를 대폭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분야의 리서치 및 자문회사인 Gartner는 2012년 세계 IT시장규모가 약 3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년 IT시장규모 174억 달러(약 20조 원)의 200배가
넘는 큰 시장이다. 이제 우리 IT기업은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IT시장에서 보다 큰 무대로 눈을 돌려
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IT기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해외인지도가 낮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축적된 관세행정 경험과 우리기업의 수준 높은 IT 기술력의 결정
체인 UNI-PASS 해외진출을 계기로 우리 IT기업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UNI-PASS 수출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사례
우리나라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전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수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센터, 특허청 특허시스템, 국세
청 전자국세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정부적인 수출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규모는 2010년 말 현재 총 2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지금은 전자정부 수출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여 수출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추진내용
① 수출후보국과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우선, 국제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를 확인하고 통관
애로 발생국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관세행정 최고책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였다. 특히 도미니카,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관세행정 문화가 불투명하고 낙후
되어 있지만 개혁의지가 강한 개도국 국가들과 중점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관세청의
정보화 도입으로 인한 개혁성과와 UNI-PASS의 우수성 및 우리나라 IT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적인 관세외교 활동은 2010년 9월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시 양국 대통령
임석(臨席)하에 관세청장간 에콰도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협력협정 서명식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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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진 관세행정 문화 전파 및 전문가 파견
전자통관시스템은 관세행정 정보화의 결정체로 단순히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성공적 운영을 담보
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세관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업무능력, 관세행정 문화도 함께 향
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국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의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 현장견학,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관세행정 실무 강의 등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하여 수입국
전자통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전산 등 관세행정 분야별 관세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하여 세관직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IBM, Crimson Logic 등 세계전자통관
시장에서 아국 IT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는 것과 차별된 방법으로 수입국 관세청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한편 도입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 관세행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실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 지금은 원조수
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변모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가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이로운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이다.
관세청은 2011년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제도를 KSP 과제로 포함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후보국
을 중심으로 관세행정 개혁 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관세행정 컨설팅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전
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대상국의 개혁의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
세행정 개혁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방법이다.
앞으로도 미얀마,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등 자원부국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
통관시스템 수출은 물론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④ 아국 IT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개도국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하여 월드뱅
크, 다자간 개발은행 등 국제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다.
국제원조자금을 활용할 경우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로 시스템 개발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관세청은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과
관세청의 경험 전수 등 아국의 강점을 개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을 확보하여 수의계약 또는 국
제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472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4) 주요성과
① 우리 IT기업 해외진출·일자리 창출 및 국부창출
2008.4월 도미니카를 시작으로 몽골('09.3월), 과테말라('09.12월),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10.12월), 네팔('11.8월), 탄자니아('11.8월, ‘12.8월), 에콰도르 싱글윈도시스템('11.9월) 등 6
개국에 8건 10,059만 불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여 200명 이상의 IT인력 해외일자리를 창출하
였다. 특히, 에콰도르에 수출한 전자통관시스템은 원조자금이 아닌 수입국 자체 예산으로 구축하여
4,001만 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우수한 IT기술을 인정받게 되
는 계기가 되어 세계 IT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태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55.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실적]
(단위 : 만 불)

구분

국가명

수출계약

수출금액

비고

'08년

도미니카

'08.4월

2,850

'09년

몽골
과테말라

'09.3월
'09.12월

554
300

'10년

에콰도르

'10.12월

2,163

전자통관시스템

'11년

네팔
탄자니아
에콰도르

'11.8월
'11.8월
'11.9월

383
266
1,582

C/S, 화물관리
싱글윈도시스템

'12년

탄자니아

'12.8월

1,961

통관, 화물 등

② 선진 관세행정 선진기법을 전수를 통한 통관애로 해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
히, 수출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하는 등 능력배양 활동은 개도
국 세관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친한(親
韓) 인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부당한 세관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성과도 발
생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③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관련 자문료 징수로 국고수입 증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시 아국 관세행정 전문가의 해외 파견, 도입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한 능
력배양 훈련 등 관세행정 경험전수와 관련된 아국 관세청의 활동에 대하여 개발업체로부터 IT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료(134백만 원)를 징수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
출이 확대될 경우 국고수입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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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과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 자체 공적원조자금(ODA) 예산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
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국가의 경우 ODA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많으며, 도입국에서는 관세행
정 전문기관인 우리나라 관세청이 사업에 참여하여 주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등 공적원조기관에서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등을 추진할 경우 전문성 결여로 고객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전준비에 장기간 소요되어 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 대
표적인 경우가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
명하였으나 국내 원조기관 내부사정으로 BPR 사업이 실시하지 않아 본 시스템 수출이 요원해진 사례
이다.
관세청은 2012년도에 개도국의 관세행정 업무재설계를 위한 ODA 예산 약 21억 원을 확보하여
미얀마, 캄보디아, 탄자니아 3개국의 관세행정 마스터플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에도 관세청과
KOICA 등 원조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중복사업을 피하는 한편 개도국 업무재설계 예산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의 또 하나의 과제는 해외 전자통관시스템 시장이 과열경쟁 추세에서 국
내외 개발업체 간 가격덤핑에 의한 저가수주로 시스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
은 저가수주로 인해 시스템 품질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IT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
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표 256. 전자정부시스템 수출현황]
대상

주관기관

구축업체

수출국가

수출실적
10회, 1,17 7만 불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삼성SDS

베트남
코스타리카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청

삼성SDS

도미니카
과테말라
에콰도르

5회, 5,191만 불

특허시스템

특허청

LG CNS

인니, 베트남

15회, 4,292만 불

통합전산센터

행안부

삼성SDS

몽골, 네팔

2회, 650만 불

우편물류시스템

지경부

SK C&C

카자흐스탄

1회, 557만 불

전자국세시스템

국세청

삼성SDS

스리랑카

1회, 930만 불

지방전자정부

행안부

삼성SDS

인니, 베트남

4회, 2,017만 불

전자결재시스템

행안부

삼성SDS

방글라데시

1회, 130만 불

재정관리시스템

기재부

LG CNS

인니

1회, 4,300만 불

폐기물관리시스템

환경부

환경공사

베트남, 튀니지

3회, 514만 불

U-por t시스템

국토부

-

베트남, 필리핀

3회, 27만 불

*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전자정부수출 관계자 회의자료('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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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부처별 전자정부 수출실적]
(단위: 만 불)

기관

연도

사례명

대상국가

금액

14개 사례

25개국

11,4 48

2009

국가재정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

4,300

World Bank

2007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베트남

14

기술진흥원 공동

합계
기획
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대검찰청

유해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

300

KOICA 무상지원

대기오염 모니터링 역량강화 사업

튀니지

200

KOICA 무상원조

2007

Yes! U-Por t타당성 조사 사업

베트남

9

SW진흥원 무상지원

2009

2007

〃

필리핀

9

〃

2008

〃

과테말라

9

〃

2005

관세행정 ISP 컨설팅사업

카자흐스탄

42

직접지급

2006

관세행정현대화 사업

도미니카

2,900

EDCF

2007

〃

몽골

250

KOICA 무상지원

2008

관세행정 컨설팅 사업

키르기즈

47

직접지급

2009

관세행정현대화사업

과테말라

352

KOICA 무상지원

2010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에콰도르

1,600

직접지급

2009

마약통제행정역량강화사업

베트남

239

KOICA

전자조달 컨설팅

파키스탄

6

SW진흥원 무상지원

〃

베트남

6

〃

〃

몽골

7

〃

2005
2007

〃

그루지야

7

〃

〃

코스타리카

9

〃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코스타리카

830

직접지급

전자조달 시범시스템

베트남

300

KOICA
무상지원

전자조달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12

SW진흥원 무상지원

〃

이란

0

무상지원

〃

튀니지

0

〃

'05~'08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

말레이시아 등

20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기금

2002

특허정보화 컨설팅

필리핀,

5

APEC 기금

2002

〃

파푸아뉴기니

5

〃

2003

〃

태국

5

〃

2003

〃

페루

5

〃

2004

〃

베트남

5

〃

2005

〃

인도

5

〃

〃

인도네시아

10

직접지급

〃

필리핀

10

〃

〃

베트남

10

〃

2008
조달청

2009

특허청

진출방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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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특허청

기상청

2009

〃

몽골

10

〃

특허문헌 검색시스템

인도네시아

100

〃

특허정보화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12

〃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몽골

90

〃

2010

전자특허출원시스템

인도네시아

4,000

EDCF

2008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교육지원

몽골

0

무상지원

2009

〃

〃

0

〃

2005

지방전자정부 컨설팅

베트남

6

직접지급

서울시

2007

〃

케냐

6

〃

2009

〃

네팔

5

〃

지경부

2008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카자흐스탄

557

〃

2006

정부행정망 1차 구축사업

스리랑카

1,450

EDCF

2007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정부통합센터)

몽골

380

KOICA 무상지원

〃

네팔

270

〃

행안부

국세청

2008

바탐시 전자정부 구축

인니

2,000

EDCF

2009

정보화정책컨설팅

쿠웨이트

30

직접지급

2010

정부행정망 2차 구축사업

스리랑카

636

EDCF

2010

전자결재시스템

방글라데시

130

KOICA

2010

조세시스템

스리랑카

930

ADB자금

*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전자전부수출 관계자 회의자료('10.11월)

[표 258.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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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목적

기간

출장자

1

도미니카

도미니카 관세행정 분석

'07.9.7~'08.3.4

6급 오병렬

2

몽골

몽골 관세행정 분석

'07.7.22~7.28

5급 한용우
6급 정구천

3

몽골

몽골 관세행정분석 및 직원교육

'07.9.27~12.27

7급 최승화

4

몽골

몽골 관세행정 분석

'08.2.18~2.23

5급 유성민

5

과테말라

과테말라 RM실태 분석

'09.2.1~2.13

6급 임대승

6

과테말라

정보화사업 타당성조사

'09.4.23~4.29

6급 민정기
6급 신진일

7

과테말라

과테말라 RM분석

'10.6.5~6.21

6급 김한진

8

과테말라

관세평가제도 교육

'10.6.5~6.21

6급 임대승

9

과테말라

위험관리제도 교육

'10.11.22~12.13

6급 표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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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실무협의

'10.4.19~4.28

6급 노명환
6급 신효상

11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실무협의

'10.5.15~6.2

5급 노명환
6급 신효상

12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실무협의

'10.8.7~8.15

6급 노명환

13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실무협의

'10.10.16~12.17

6급 노명환

14

에콰도르

에콰도르 통관제도관련 BPR/ISP 지원

'11.1.17~1.28

6급 김종덕
6급 김한진

15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지원

'11.3.11~4.3
'11.3.11~3.27
'11.4.1~4.17

6급 표동삼
5급 김한진
5급 김종덕

16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지원

'11.3.24~4.3

5급 노명환

17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지원

'11.3.29~4.10

6급 도기봉

18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지원

'11.4.25~5.29

5급 민정기

19

에콰도르

에콰도르 SW 개발업무 자문

'11.11.12~11.27

6급 김용섭

20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1차 점검

'11.11.19~12.4

5급 유성민
6급 류재철

21

에콰도르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2차 점검

'12.12.25~3.16

6급 홍승천
6급 박종운
6급 양병택
6급 여환준

22

네팔

네팔 관세행정 분석업무

'10.9.6~9.12

7급 류재철

23

네팔

네팔 BPR/ISP 지원

'11.11.7~11.18

6급 표동삼
6급 박재열

24

탄자니아

탄자니아 BPR/ISP 지원

'11.10.24~11.4

6급 박정우

25

탄자니아

탄자니아 세관공무원 업무능력 배양

'12.3.2~3.17

6급 김경호

[표 259.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국 초청연수 현황]
(단위 : 명)

NO

기간

연수제목

인원

예산부담

1

'08.3.18

카작공무원 관세행정 벤치마킹 방문

5

KOTR A

2

'08.10.15~30

카자흐스탄 세관직원 연수

9

KOICA

3

'08.11.10

몽골연수단 관세행정현대화 벤치마킹 방문

7

ADB

4

'09.4.9

과테말라 전자정부 추진 연수단 방문

15

서울시

5

'09.11.23

과테말라 관세청장 벤치마킹 방문

4

과테말라

6

'10.2.20

에콰도르 관세청장 방문

3

에콰도르

7

'10.4.12

도미니카 관세청 직원 방문

5

엔지엔코리아

8

'10.5.10~21

과테말라 세관직원 연수

5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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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6.14~18

몽골세관직원(위험관리팀) 연수

17

몽골관세청

10

'10.6.21~25

11

'10.6.28~7.2

몽골 세관직원(관세통계팀) 연수

9

몽골관세청

몽골 세관직원(AEO팀) 연수

18

몽골관세청

12

'10.7.5~7.9

몽골세관직원(품목분류팀) 연수

8

몽골관세청

13

'10.7.26~8.6

과테말라 세관직원 위험관리기법 연수

5

KOICA

14

'10.9.6~9.17

과테말라 세관직원 위험관리기법 연수

10

KOICA

15

'10.9.27~10.2

에콰도르 생산조정부 국장일행 방문

2

에콰도르

16

'11.2.17~3.4

에콰도르 관세청장 등 초청연수

6

CUPIA

17

'11.4.4~4.15

과테말라 조세청장 등 초청연수

5

KOICA

18

'11.6.6-6.10

베트남 세관직원 관세행정 견학

16

베트남

19

'11.6.26~7.9

에콰도르 세관직원 초청연수

15

CUPIA

20

'11.10.4~10.14

에콰도르 세관직원 초청연수

10

CUPIA

21

'12.1.30~2.10

에콰도르 요건확인기관 공무원 초청연수

20

CUPIA

22

'12.2.13~2.18

네팔 관세청 고위급 초청연수

5

KOICA

23

'12.3.26~4.6

탄자니아 조세청 고위급 초청연수

4

KOICA

합계

203

5. 주요성과
개도국에 아국 선진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정책은 결국은 개도국 세관직원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더욱 높여 해당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우리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겸비한 아국 관세행정 전문가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진출한 성과는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무역전쟁의 핵심부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I-PASS가 대륙별 거점국가로 수출된 성과 역시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세
계에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편, 세계 통관행정 절차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재편시킬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포
화 상태인 아국 IT시장에서 광활한 세계 IT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
는 성과이다.

6. 향후과제
①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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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초청연수사업 일변도에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높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
여 장기간 아국 관세행정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국의 관세행정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관세 관련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WCO 사무총장은 전세계 관세행정 표준마련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국제협약 제정 등
을 총괄하는 중요한 국제기구 수장이다. 우리나라 경쟁국가인 일본은 오래전부터 WCO 세관협력기
금(CCF-Japan)을 증액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끝에 WCO 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 우리나라도 단
순히 WCO 정직원, 파견관(Attache) 증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관세행정 전문가가 고위직으로 진
출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할 것이다.

③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성공적인 정착 지원
통관절차를 수동에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개도국의 세관행정이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도국의 관세행정 문
화도 디지털로 바뀌어야 불투명한 관세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자통관 시스템 수입국의 관세행정 문화까지도 변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3절 국격 제고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활동 강화
1. 개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세계금융위기는, 이후 원
유·원자재·곡물 가격 상승과 유동성공급의 위축을 초래하여 아시아·유럽 등 세계 모든 지역의 국
가와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세계경제가 진정세를 보이는 것도 잠시 그리스를 필두로 한 지중해 연안국가의 재정악화로
시작된 유럽경제위기가 다시 한번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세계경제위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지속적인 수출활동 지원이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도 ‘무역안전’, ‘교역원활화’ 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수출기업
해외경영지원’을 위해,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운영’과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해소 지원업무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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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익제고를 위한 실용적 세관협력활동 강화
(1) 개요
2011년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9년과 2010년 정부의 경제
관련부처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였고, 이에 맞춰 관세청도 5대 국정지표
인 ‘활기찬 시장경제’, ‘성숙한 세계국가’ 에 따라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현지기업간담회 및 통관
애로 해소 등 수출기업 지원, 거점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국익제고 및 개도국 관세행정
투명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증원 등 다각적인 세관협력활동을 전
개하여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2) 과거 유사사례
관세청은 세관협력활동의 일환으로 1984년 미국 워싱턴에서 최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하여 양국
간 통관정보공유 및 부정무역단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986년에는 캐나다와 정부간 세관상
호지원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관세외교를 실행하여 2012년 현재 28개국과 세관상호지
원협정을 체결하였다.

(3) 추진내용
① 급증한 관세행정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적
으로도 2008년부터 2012.9월 현재까지 총 31개 국가 관세당국과 51회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증가하였다. 개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교역국을 비롯하여 BRIC’s 등 신흥 개도국,
FTA 체결국 등 교역환경 개선을 통한 국익제고의 실익이 큰 국가들로 선정하였다.

[표 260. 관세청장회의 개최 실적(`08~`12.9월)]
연도

회수

2008

5회

베트남, 러시아, 폴란드, EU, 한중일 3국

개최국가

2009

11회

이스라엘,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한중일 3국, 홍콩, 몽골, 카자흐스탄(2회), 태국, EU

2010

7회

캄보디아, 러시아, 스웨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2011

20회

2012.9

8회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터키(2회), 일본, 홍콩, 헝가리, 탄자니아, 네팔, 인도, 중국, 몽골,
오만, 한중일 3국,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미얀마,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터키, 멕시코, 중국, 알제리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관세청장회의 의제로서 주로 친선도모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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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내
용이 의제로서 상정되었다. 또한 관세청장회의와 더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
여 현지의 애로사항을 발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② 원활한 세관협력활동을 위해 주요 거점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2008년
이후 관세청은 탄자니아(’09.6월 기관간협정), 터키(’10.6월 정부간협정), 아르헨티나(’10.11월 기
관간협정)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UAE,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대륙별
거점국가 약 10여개국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③ FTA 활용 현지 지원, 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업무특성상 국내지원이 어려운 세관협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주재 관세관을 증원하였다. 관세청은 2008년 이후 EU 벨기에(‘10), 베트남 호
치민(’10), 미국LA(’12.10)에 관세관을 증원하였다.

(4) 주요성과
① 우리기업 해외 경영활동 지원 강화
관세청은 청장회의 시 통관애로 해소 및 통관제도 개선을 의제로 상정하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 이사화물 과세방법 개선(연 242억원) 등 통관제도 개선
뿐 아니라, 터키 세관의 LCD 모니터 품목분류에 대한 우리측 변경의견 수용 등 구체적인 기업의 통
관애로 해소도 이끌어내었다.
EU, 베트남 관세관 증원을 통해 한-EU, 한-ASEAN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현지에서 얻기 힘든 전문적인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거점국가와 세관협력 기틀 마련
국가간 세관자료교환 등 세관협력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추진을
통해 대륙별 주요 거점국가와 세관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동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토대로 국
가간 자료교환을 시행할 경우 부정무역단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
관세청장회의 등에서 다각적 세일즈외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등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도국 관세행정 투명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경영환경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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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까지 청장회의를 통해 에콰도르, 오만, 탄자니아, 네팔 등 국가에 약 4,000만 달
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였으며, 미얀마, 캄보디아 등 국가와 관세행정현대화 BPR/ISP
사업 실시 추진에 합의하여 향후 시스템 수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④ 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무역안전 강화
관세청은 관세관을 주요 거점국가에 파견하여 해당 국가와의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유해·지재권 침해물품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관세관 증
원을 통해 현지에서 FTA 악용을 위한 원산지 둔갑·부정 우회 무역 차단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무역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5) 향후과제
① 관세청장회의 전략적 개최 강화
외국과의 세관협력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세관협력의 성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장기적·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관세청장회의 전략적 개최를 강화할 예정이다.

② 개도국·FTA 체결국 중심의 관세관 확대
공백 없는 수출 지원을 위해 교역량이 크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중심
으로 관세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BRIC's 국가 등 신흥 개도국 및 FTA 체결 국가들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관세관 증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수출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
(1) 개요
2008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하였으며, 그 여파는 유럽경제위기로 이어져 현재
까지 진행 중이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화두는 지속적인
수출증진이었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대통령도 2009.2월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출기업 신속적극지원 필요, 기업이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뒷받침해야...”), 2009.4월 제3차 무
역투자진흥회의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 정상유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출지원”), 2011.2
월 제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무역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의 민간기업 수출지원업무 강화 필
요...”) 등에서 모든 정부부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부탁하였다.
관세청 역시 수출입통관의 관문에서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기업간담회, 수출통관애로사항 수집,

482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통관애로해소 지원, 관세청장회의를 통한 해외통관애로해소 등 수출 전과정에 걸쳐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대내외 소통강화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경제단체 및 주요수출단체로 구성
된 민관협의회를 구축하여 간담회를 개최(’11~’12)하는 한편, 수출기업 및 해외수출을 준비 중인 업
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역국의 현지통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설명회를 개최
('11~'12) 하는 등 수출현장 최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3) 추진내용
① 해외통관지원센터 구축(‘12.2월)
관세청은 교역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해, 국내외에
서 실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한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 를 구축하였다.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개발 초기부터 경제4단체, 해외수출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교역국의 통관절차·통관 유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유형별·경제권별·국가별로 세분화하여 e-Book으로 제작·제
공하였다.
또한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내에 우리 기업이 국내외 언제 어디서나 통관애로를 신고할 수 있
도록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개설하였고,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청장회의 의제화, 실무자간 협력(관
세관, 관세외교채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관리해 나가고 있다.

② 해외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설명회’ 개최(’11~’12)
‘해외통관제도설명회’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관세관 9명을 초청하여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
도, 수출기업의 FTA활용방안,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로, 기업들
이 해외에서 유의해야할 통관정보와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등을 설명하여 수출기업의 효율적 통관
애로 해소방안과 사전예방대책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책자로 제작되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업체
를 위하여 설명회 내용이 담긴 전산파일을 「관세청홈페이지」 및 「인터넷 해외통관 지원센터」 자료실에
등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③ ‘신흥경제국 통관환경 보고서’ 책자 발간(’11~’12)
신흥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규정 미숙, 한국과 다른 통관관행에 의한 통관애로발생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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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1년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ASEAN 국가(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
도네시아) 들에 대한 통관환경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경제단체 및 수출기업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2년 FTA 체결여부, 최근 10년 간 수출 증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폴란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④ 수출기업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 발족 및 간담회 개최(’11~’12)
FTA 확대, 신흥국 수출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
한 민관협력채널 구축·강화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주요수출단체와 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고, 업
계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민관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지원·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활동사항을 소개하였고, 지속적인 기업지원 협력방안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⑤ 중국진출업체 지원을 위한 ‘중국 관세·무역법령 번역집 발간 T/F팀’ 구축(’12)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무역흑자국이나 관세·무역법령이 200여 개의 해관총서
령위주로 되어 있어 현지 진출기업들의 무역법령 활용율이 낮고 이에 따른 통관애로발생이 빈번한 것
이 현실이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전·현직 관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중국 관세무역법령 번역집 발간 T/F팀’ 을
구축하여, 84개(법률:1, 국무원령:13, 총서령:70)의 관세·무역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번역집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4) 주요성과
관세청은 최근 3년 간 청장회의 의제화, 관세관을 통한 현지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한 통관애로 해
소지원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관세 등 약 3,000억 원 상당을 절감하였다.
① (EU) DMB폰 품목분류 분쟁 해결(’10.7, 1,560억 원)
② (중국) 프리즘시트 품목분류 분쟁 해결(’11.3, 60억 원)
③ (EU-폴란드) LCD DRIVE ASSY 품목분류 분쟁 해결('11.4, 532억 원)
④ (터키) 방열기 과세소송 승소('11.5, 연 40억 원)
⑤ (베트남)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랩 수출관세 인하(’11.7, 260억 원)
⑥ (러시아) 이사화물 과세방법 개선(연 242억 원), 냉장고 부당과세 해결(연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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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과제
① 해외통관애로해소 즉시성 향상을 위한 관세관 증원
관세관 파견국가 해소율이 94.3%로 매우 높은 편이나, 미파견국가의 경우 35.7%에 불과한 실정
으로, 이는 세관 특유의 관행과 업무 전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세관 비파견국은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해외통관애로해소를 통한 수출기업지원효과의 극
대화를 위하여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관 증원과 BRIC's 등 신흥교역국에 대한 관
세관 파견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② 해외통관애로발생 사전예방활동 강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해외통관애로사항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
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통관애로해소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사후조치와 더불어, 현지 통관제도에 대한 단순착오·규정 미숙지 등으로 발생
하는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일본·중국·EU 등 기존 주요교역국과 BRIC's, 남미 등 신흥교역국에 대한
통관정보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출기업에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해외통관애로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포털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주요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무역 증진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FTA체
결지역 확대로 수출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화되는 경제블
럭화와 자국경제보호를 위한 변형된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경제위기 이
후 세계각국의 자국기업지원은 가히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 조세징수라는 전통적인 업무를 탈피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
견을 수렴’, ‘관세청 내부의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활동’, ‘외국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한 외부지원활
동’을 병행하여 수출기업의 해외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향후과제
① 관세관 확대를 통한 해외통관애로해소의 즉시성 향상
신속한 해외통관애로해소를 통한 수출기업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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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 신규파견 및 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② 지원효율성 증대를 위한 해외통관애로발생 사전예방활동 강화
무역량 증가와 비례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및 무역종사자를 대상
으로 해외통관제도·통관유의사항·현지통관관행·통관애로해소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교육
시키는 등 해외통관애로발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③ 국격제고와 기업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실리추구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과 국격제고를 위한 외교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
기 위해, 지속적인 통관애로수집과 청장회의 의제화를 위한 장기적·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청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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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관세행정 정보화분야

제1절 미래대비 정보화 시스템 구축
1. 개요
무역량 급증 및 글로벌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미래 10년을 대비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와 정보화시스템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며, 관세청 全廳的 위험
관리와 국가 무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은 관세청이 지향해야할
중요 업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래대비 활동은 현재의 관세행정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전체 생명주기(기획 → 구축 → 운영 → 평가)를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관
리체계(EA : Enterprise Architecture)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1) 개요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 편의 증진과 외국 세관과의 정보교환으로 수출입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한 전산처리설비, DB,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이며, 수출입 및 재정수입 확보 도구 및
産·官을 이어주는 무역·물류정보 허브로서 국가 무역·물류·수출입통관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 정보시스템이다.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1세대 온라인 기반의 파일 전송시대, 2세대 EDI 72) 기반의 전산화 시대,
3세대 유선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시대를 거치면서 관세행정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는 한편, 지난
20년 간 신규 업무를 반영한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총 77개의 단위시스템으로 복잡·거대해져 부

72)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세관신고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전용 통신망으로 송·수신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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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중 등의 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폭증하는 무역량 대응과 글로벌 관세행정 패러다임을 수
용하기에 부적합한 기능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③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한계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내부구조 전면쇄신과 아울러 무역 2
조 불 시대의 관세행정을 수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국내적으로 국세청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이후 시스템이 노후화·복잡화된 상황에서 변
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2014
년까지 국세통합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외적으로는 미국('10년), 일본('10년) 등 주요
선진국도 무역 1조 불 클럽에 진입 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법, 제도와 함께 세관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2011년 마스터플랜 수립시 수출입·물
류 등 52개 업체 및 일선세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내·외부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② 대규모 중장기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기획
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 등으로 국가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③ 또한, 내부적으로는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청적인 지원체계에 장애가 많았으나, 기관장
의 추진 의지와 조직내 소통 강화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예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4) 추진내용
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의 사전준비로 글로벌 규범 기반의 정보화 재설계를 위해
2009년에 21세기 세관 新 BPR/ISP를, 2011년에 7대 무역 강국실현을 위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② 총괄 지원체계를 위해 2012.2월 현장업무 및 IT분야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구성한 ‘4세대 국
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추진단’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2012.3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B/C 1.13, AHP 평점 0.655)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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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 2012년에는 목
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구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정보시스템 분석·설계를 위
해 관세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계하였다. 또한 내·외부 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 일선현장
메트릭스팀을 운영하였다.

(5) 주요성과
2012년도에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도
부터 본격적인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무역 2조 불 달성지원을 위한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정식 서
비스할 예정이며 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고객의 수출입 업무 비용, 물류 운영비 등의 절감으로 10년 간 총 15조 6,978억 원(연평균 1
조 5,69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民·官·國 파트너쉽 기반의 글로벌 싱글윈도우 구현’이라는 정보화 비전하에 모바일, FTA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로 1조 7,389억 원의 비용절감, 통관서류 One-Stop 전자유통 등 글로벌 통관
체계로 9조 2,406억 원의 비용절감, 지능형 위험관리 등 실시간 경제국경관리체계로 4조 2,776억
원의 비용절감, 글로벌 표준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등 무중단 통합 IT 인프라 구축으로 4,407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② 현재의 신속통관 중심의 관세행정에서 신속과 정확을 동시에 담보하게 되어 국가경제 및 안전
을 동시에 달성 가능해지는 정성적 효과가 있다.
업무측면에서는 전자심사 도입을 통한 ‘선택과 집중’ 가능과 전자서류 활용 등으로 관세행정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측면에서는 접근 채널 다양화, 고객 인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반측면에서는 통합 위험관리, 민간·他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물류
촉진 및 국민안전이 확보되며, 시스템측면에서는 통합·경량화,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시스템의 효
율성이 극대화된다.

(6) 향후과제
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2013년에 분석·설계, 2014년에 시스템
구축, 2015년에 통합 테스트로 2016년에 개통하겠다.

②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으로 무역 대국의 관세행정을 중
단 없이 충실히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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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단일창구 서비스 이용 확대
(1) 개요
① 통관단일창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추천 등의 요건확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관이나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함이 없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하여 1번의 요건신청으로 요건확
인업무와 관련된 통관의 제반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시스템이다.

② 전자정부 31대 추진과제 중「국가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추진」의 일환으로 2004.9월부터 세관
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관장하는 8개 기관과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고 2006.3월부터
식약청 등 8개 검사검역기관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One-Stop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하게 되었다.

③ 그 이후 매년 다른 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연계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2011년말 현재 34개 요건확인기관(53개 신청서식)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미국의 경우 전자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 개념인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일부 시스템은 사용 중에 있으며, 수출입업체들은
ITD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전자적 데이터를 중복 제출없이 한번에 처리
하며, 미 관세청, 상무부, 이민국, 통계청 등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② 일본의 경우에는 NACCS(화물통관시스템), FAINS(식품신고시스템), PQ-Network(식물
검사시스템), ANIPAS(축산물검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통관의 단일 창구화를 추진하여,
식물 검사, 축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단 한번의 송신으로 수입관련 제수속이 가능
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허가, 추천 등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건
확인기관과 세관에 동일한 정보를 각각 따로 제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물류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이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건확인기관과 충분한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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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및 업무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② 관계기관 실무진에서 예산, 인력, 능력, 시간 부족을 이유로 협조에 소극적 이었으나 대통령님
의 활성화 지시, 국무조정실의 특정과제 선정과 관계기관 간 T/F 구성·운용이 “추진동력”으로 작용
하였다. T/F회의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통관단일창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 요건확인기관에 적극
적인 설득을 하였고, 2008년 고도화 사업시 처리단계 감축(4단계→ 3단계)에 따른 처리기간 1일 단
축을 통해 연간 물류비용을 약 630억 원 절감함으로써 통관단일창구 무용론을 극복하였다.

③ 또한, 통관단일창구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사, 민원인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다.

(4) 추진내용
통관단일창구는 1차 BPR/ISP 이후 2004년 9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요건승인기
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 2차 ISP수립을 통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도 높고 실질적인 one-stop싱글윈도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후 매년 통관단일창
구 확대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말 현재 수출입물품에 대해 34개 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
일창구(53개 신청서식)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표 261. Single Window 확대 추이]
(단위 : 개, %)

구분

'08

'09

'10

'11

'12.6

기관수

15

17

23

34

34

이용율

18.9

65.8

89.4

96.7

96.5

(5) 주요성과
① 물류처리시간 1일 단축효과
서류감축 및 절차간소화를 통해 물류흐름을 촉진하였으며, 특히 물류처리시간 1일 단축에 따른 연
간 약 63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였다.
또한, 2009년 World Bank의 Doing Business평가에서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연간 2조 5천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나의 신청창구에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서식을 단순화하고 자료 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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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 통관단일창구 물류처리시간 단축효과]
개선 전
요건신청

①

③ 승인번호 입력
(1일 소요)

②

수입신고

통일
단일
창구

개선 후

① 요건신청

② 승인결과

요건
확인
기관

④

동일한 데이터(요건신청관련) 중복 제출(11일 소요)

요건신청

①

수입신고

② 승인결과
② ③ 승인번호 입력
(1일 소요)

통일
단일
창구

① 요건신청

요건
확인
기관

동일한 데이터(요건신청관련) 1회 제출(1일 단축)

② 통관단일창구 구축비용 대비 물류비용 절감효과 극대화
연도별 물류비용 절감액은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2012.6월 현재 절
감 누계액이 약 1,447억 원에 달하였다.

[표 263. 통관단일창구 물류비용 절감효과]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6월

누계

S/W이용 건수

131,855

479,579

83 4,402

985,382

47 7,949

2,909,167

물류비절감(억 원)

65.6

238.6

415.1

490.3

237.8

1,4 47.40

구축비용(억 원)

10

15

23.5

20

-

68.5

* 물류비용 절감효과 : 49,760원/건(정보사회진흥원, 2002년)

③ 국가 경쟁력 향상
싱글윈도우 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한국 관세청은 WCO와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의 확장을 통해 물류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
련했다.

(6) 향후과제
①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 확대 추진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통관단일창구와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내외 홍보 계획
관세청의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WCO, WTO, APEC, 세관협력회의 등 국제 회의시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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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등 Global Single Window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이다.

4. 관세행정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조성
(1) 개요
① 2008년 이후 국가정보화는 공공정보 개방·공유·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공정보 제공도 활
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공공정보는 품질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른 DB
와 연계·활용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
었다.
미국은 정보품질법(Data Quality Act, 2000년)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의
무화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안부고시 2011-25호, '11년) 제
정 등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통관과 더불어 국민건
강과 사회안전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물품반입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나, 수출입요건확인 대상 및 세율을 세번으로 확인하는 현 제도 하에서 기타 세번 신고율이 높아 위험
관리 활용이 어렵고 부정무역 물품반입 차단 및 관세징수 누락 방지가 곤란할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정
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기타세번 신고율 : 전체 수입실적의 44%, 수출실적의 55%

③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2%로 정부정책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
한 무역통계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한 통관으로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확
보되지 않는 측면과 급증하는 무역량에 따라 업무별 오류데이터의 개별 정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증가로 데이터의 적시 활용 곤란 및 중복 정제, 내부 자료간 연계 불가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
을 데이터 정제 및 오류검증 등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고품질 기초데이터를 확보하여 정부와 민간의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적기제공 및 전청적 위험관리의 사전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
항이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동 분야에서 성공한 국내외 선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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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① 국외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
2009년 데이터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컨설팅 경험이 다양한 미국의 Infomatica 本社
와 미국 관세청 및 뉴욕경찰을 방문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 및 기술동향을 수집하고 시스템 구
축 현황 견학을 통해 관세청의 품질관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2011년에
는 네덜란드 국방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formatica 유럽본부를 방문하여 최신 기술 트랜드 및 내부 전문가 양성 know-how를 수집하였
다. 특히, WIPO와는 국내 수입신고 단계의 브랜드, 거래품명 데이터에 대한 오류검증 기능 강화 및
가격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 브랜드 DB공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② 국내 데이터 품질관리 사례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례로는 2002년에 데이터관리센터를 설립해 2008년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특허청과 2006년 조달연구원을 설립해 2009년부터 품목분류체계 정비 및 정보 정
제사업을 수행한 조달청 외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다수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업무기준 수립 절차, 품질관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 경험을 참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전담
조직의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대내 소통강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관련 업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하였고, 전청적 공감대 형성과 데이터 품질관리 홍보를 위해 전국 6개 본부세
관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일선 직원들의 요구사항 반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② 대외 소통강화
또한, 데이터 오류검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세사, 선사, 포워더사의 협조를 구하고 사업 이해
를 돕기 위해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11년 6회, ’12년 4회에 걸쳐 오류 데이터 유형 설명 및 오류검증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오류방지를 위해 수출입신고인용 S/W 개발사를 대상으로
오류검증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을 함께 협의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해 결과적으로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진내용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도 상품분류맵과 품명 세분류, 해외거래처 정비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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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기반마련, 2010년 품질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2011년 사전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확산기
를 거쳐 2012년 성숙기, 안정기를 향해 추진되고 있다.

① 상품분류맵 구축 및 기타 세번 품명 세분류
품목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세번을 모두 알아야 하는 HSK 품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품명을 입력하면 확장가능한 계층구조로 관련 세번을 보여주는 편리한 상품분석 기반의 상품분류
맵을 구축하였고, 전체 수입실적의 44%, 수출실적의 55%를 차지하고있는 약 3천여 개에 달하는 기
타 세번을 구체적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위험관리시스템과 상호연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정보분석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한 데이터 정제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 한편, 사후적 위험관리인 조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② 신고품명 사전검증용 참조DB 구축을 통한 오류검증
2011년에는 사후정제뿐만 아니라 사전검증을 통한 신고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데이터의 발
생시점부터 오류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우선 1,500만 건의 수출입적하목록과 300
만 건의 수출입신고서의 품명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참조 DB를 구축하였고, 품명검
증을 위한 27개 업무규칙을 도출해 심각한 오류는 자동선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이를 토
대로 2011년말부터 적하목록부터 품명 오류검증을 실시하여 2012.9월까지 25회에 걸쳐 오류통보를
한 결과 오류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신고인들의 협조도 갈수록 높아져 정확한 품명으로 신고하게 되
었다. ’12~’13년에는 수출입신고서에 대해서도 오류검증을 실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64. 적하목록 품명 오류검증 결과]
기간

수입적하오류율

수출적하오류율

수출신고오류율

`09 ~ `11.10.31

30.70%

-

-

`12.1.1 ~ `12.1.31

24.50%

26.80%

-

`12.9.1 ~ `12.9.30

7.90%

6.90%

9.30%

③ 해외공급자 그룹·코드화 및 DB 정리
또한, 2009년부터 무질서하게 코드가 부여되고 있는 해외공급자를 동일성 여부에 따라 그룹·코
드화하고, 업체 이력관리 자료가 DB에 기록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수
출입업자를 대표자, 업종, 업체명, 거래처간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동일업체별로 그룹·코드화한 데
이터를 관세청 CDW에 추가생성하여 제공해 위험관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011년에는 해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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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신청 프로그램의 주소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계행정구역 참조 DB를 구축·반영하여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게 되었다. 2012년 초에는 해외거래처
중복코드를 분석해 대표코드를 부여함으로써 90여만 개 거래처코드를 81만여 개로 정리하였다.

(5) 주요성과
① 정성적 성과
첫째, 위험관리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고품질의 기초데이터 제공으로 위험분석의 정확도 제고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 강화에 기여하고 업체정보 정제를 통한 선제적 업체 위험관리 지원 체계를 구
축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준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데이터 정제업무 감소로 심
사·조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신고내용의 오류검증으로 정확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통계 품질이 향상되었다. 정확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통계 정보 제공을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예측 가능한 관세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② 정량적 성과
[표 265.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사업 정량적 성과]
기타세번 신고건을
특게세번으로 재분류후 세율변동

- 신고건수 : 8,493건, 신고금액 : $13,4 42,183
- 추징세액 : $893,076(관세 $811,888, 부가세 $81,188)
- 원화환산 : $893,076 x 1200원 = 1,071,691,200원
- 신고건수 : 482건, 신고금액 : $7,690,121

요건확인 관련 오류 적발

- 추징벌금 : $38,450,605(물품원가 5배)
- 원화환산 : $38,450,605 x 1200원 = 46,140,726,000원
- 세 번과 부합하지 않는 품명신고 샘플수집

산출근거

- 조사대상 추출 : 17,200건, 오류도출 8,975건(8,493/482)
(수입신고번호는 상이하나 세 번과 품명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재정의하여 중복성 제거)

(6) 향후과제
타 기관 벤치마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세청은 개발사업 형식으로만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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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검증을 접수 전 Gateway에서 완전한 사전검증 체계로 실시하여 부정확한 데이터의
접수를 원천 차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관세행정 데이터를 확보하여 물류
통관업계 측면에서는 수리 후 정정 건 감소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신속통관으로 물류지체를 방지하
고, 기업지원 측면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기업이익을 지원하고 부정무역 방지로
국내 생산업체를 지원하며 성실신고자의 경쟁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정보화관리(EA) 시스템 구축·운영

<EA란>
기관 내 업무 및 정보화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조직의 Mission과 Vision에 맞춰 미래 업무 발전방향과 시스템·응
용프로그램 구축방향 등을 설계하고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
* EA(Enterprise Architecture) : 기업의 설계라는 뜻을 가지며, 1987년 최초 미국 IBM사의 Zachman이 제안시에는“A
Framework for Information Systems Architecture”라고 하였으나, 이후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라고 하다가 2009년 이후 EA라는 명칭으로 사용중임

(1) 개요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전체 생명주기(기획·구축·운
영·평가)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와 관세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방향과 표준을 제시하는 업무성과 중심의 정보화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
여 정보화관리(EA)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관련지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국가기관 등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EA)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국내 EA(Enterprise Architecture) 도입은 2003년부터 서울시 등을 시작으로 2005년 「정보시
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12.12월 현재
공공기관 180개 중 108개 기관이 EA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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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6. EA 도입운영 현황]
구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대상기관

39

16

125

도입기관

39(100%)

16(100%)

53(42%)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정보화관리지침 등 제도 마련으로 정보화 기획부터 개발, 운영/유지보수, 성과평가에 이르는 활동
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청 정보화관리 시행세칙에 정보자원관리 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
로 활용하도록 교육한 바 있다.

(4) 추진내용
정보화관리 업무는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 정보자산관리, 정보화사업관리, IT서비스관리, 정보화
투자성과평가관리, 정보화품질관리, 정보화과제관리, 정보시스템활용관리로 구성되고 각 업무 간의
관계는 아래 [표 267]과 같다.
[표 267. 관세청 정보화관리 프레임워크]

정보화
계획

시스템
도입·구축
정보화
자산관리
정보화
과제관리

정보기술
아키텍쳐

정보화
품질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정보화 투자
성과평가관리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보안

정보화표준
품질요건
표준/품질준수관리

IT
서비스관리

정보시스템
활용관리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정보화관리시스템은 조직, 업무프로세스, 데이터, H/W장비, 서비스프로그램 등 관세행정 정보자
원을 정보화투자 계획부터 수행, 관리 및 성과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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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보화 추진을 효율화하고 정보자원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주요성과
① EA기반의 정보화관리체계를 정보화 추진 프로세스 전체 영역으로 확대 적용·관리함에 따라
연관정보의 One-Stop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관세청 정보화사업 추진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정보화 사업 계획의 효율성·중복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유휴장비 재활용, 재사용 컴포
넌트 제공 등을 통해 연간 4억 원 이상 정보화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산출물 표준/품질 검토
수행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2012년도에는 정보자원관리 측정지표인 범정부 EA성숙도 4.44점(5점 만점)을 달성하여 EA
선도적 수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업무와 성과중심의 정보화(Alignment)
정보화투자 계획부터 수행, 관리 및 성과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데이
터-시스템-응용프로그램-기술-보안 아키텍처가 상호 연관되어 조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업무국에서 활용효과를 높일수 있는 업무중심의 정보화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② 통합 정보화관리체계(Governance) 완성을 위한 고도화 추진
IT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 정보화 조직 개편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화관리 전 영
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를 위한 IT프로세스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지식기반의 자원관리
정보자원의 현황과 미래 모습의 제시로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지식기반 자원관리 시스템으
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6. 주요성과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기반(마스터 플랜,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을 마련하였으
며, 소요예산( 2,000여억 원)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축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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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게 되면 관세 고객의 수출입 업무 비용 및 물류비 등 연평균 1조 5,69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액이 2008년부터 2012.6월까지 1,447억
원에 달하였으며, 수출입물품의 신고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우범화물 통제 강화 등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461억 원에 달하는 수출입요건확인 신고오류도 적발하였다.
EA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 정보화의 사업 타당성 및 중복성을 사전 검증을 통해 2012년도
경우 정보화 사업예산 2.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2010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EA성숙도 평가결과
에서 1위를 차지하여 관세청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7. 향후과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에 완료하고 2016년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며,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EA 관
리시스템에 담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할 계획이다.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현재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해 전문
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2절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적 운영
1. 개요
전자통관시스템은 손쉽고 빠른 업무처리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관뿐만 아니라 항공사, 선사, 무
역업체 등 8만 7천 개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무역의 핵심 인프라이다. 수출통관 2분, 수입통
관 2시간, 화물입항에서 반출까지 4.3일, 년간 3억 만 건의 전자문서 처리까지 수출입 통관 절차의
경이적인 단축으로 인해 연간 물류비용 2조 4천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러한 전자
통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1일 1조 2천억 원의 물류비용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 물류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므로 시스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장애발생 및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
다. 따라서, 국가 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통관시스템의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의 이상 징
후를 통합 감지하며 전산설비 확충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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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통관시스템 장애 사전조치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1) 개요
전자통관시스템 장애 징후를 조기에 통합 감지하여 장애 발생을 원천차단 하기 위해 장애발생 시
입체적 경보를 통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2008년에 구축하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일본 관세청의 관제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관제대상은 DB서버, AP서버, EDI서버 등의 상태
와 Data Base, 프로그램의 정상 처리여부 등에 대해 통합감시서버에 설치된 시스템관리 솔루션인
JP1(Job Management Partner1)의 작업스케줄러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실은 총 8
명의 운영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시스템 등의 장애발생시 경광등 및 단말기의 모니터링 화
면을 통해 상황실 운영자가 장애사실을 인지하여, 장애인지 절차에 따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표 268. 전자통관 통합관제센터]

전자통관 통합관제센터
장애징후 감지

장애원인 추적

업무영향도 분석

신속대응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시스템 운영, 보안, 통신망 실시간 통합 관제
조기경보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08. 12)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09. 10)

보안관제시스템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운영(’04. 01)
보안관제 센터 구축(’05. 12)

② 미국 관세청은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독자적인 팀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관제대
상은 NW, DB서버 등의 상태와 정상 처리여부 등에 대해 분야별 Dashboard를 통하여 관제하고 있
으며,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에 대비한 관제를 위해 네트워크 중간에 위치하여 외부 네트워크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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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접근 등을 막아주는 DMZ, 방화벽, 라우터를 종합관제하고 있다. 관제실은 총 20명의 운영직
원이 주야비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57인치 Dashboard 화면 4대를 통해 상황실 운영자가 관제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전자통관시스템 정보자원 인프라 현황, 업무 프로세스 현황, 전자통관 문서 송수신 건수, 관제 설
비 구축, 예산 확보 등 정보관리과, 아웃소싱팀, 업무국, 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업체 등과 조기경보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추진내용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성하는 25대 주전산기에 탑재된 SW, DB 가동현황을 관제하고 있고, 인터
넷 및 EDI 전자문서 송수신 현황, 수출입통관 등 211개 핵심 프로세스, 업무대기건수를 관제하고 있
으며,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장애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5) 주요성과
① 2010.5월 세계 최초로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자동으로 복구하는 조
기경보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②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과 각종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전자통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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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징후 발생시 약 80%는 1분 이내에 자동 복구를 수행하여 장애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장
애징후 사전감지, 원인추적, 파급영향도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장
애이력을 참조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애 재발방지를 하고 있다.

[표 269. 장애징후 발생시 자동복구 현황]
년도

3분이내

10분이내

10분이상

합계

3분이내
자동복구율

2010

2,988

886

330

4,204

71%

2011

3,368

593

267

4,228

79%

2012

1,129

207

51

1,387

81%

(6) 향후과제
① 주말, 야간에 3분 이상 초과된 장애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SMS를 발송하여 장애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장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장애 신속 전파,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인터넷 통관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관제기능이 미흡하여 장애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인터넷 통관 서버방식(ERP연계 업체) 업체 중 통신 등의 장애로 인하여 송수신이
불가한 업체가 발생시 관제 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인터넷통관 업무별 모니터링을 세분화하고 개선하여 장애감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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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통관시스템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전산설비 확충
3-1. 전자통관시스템 업무처리절차 개선
(1) 개요
① 매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률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장애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270.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증가율]
년도

총 신고건

증가율

`09년

170,524,750

6.79%

`10년

215,961,394

26.65%

`11년

261,399,010

21.04%

`12년

276,466,308

5.7 7%

`13년(예상)

313,526,617

13.41%

② 전자통관시스템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수입화물진행정보, 수입통관, 징수서비스로 분리운영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③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
시스템 사용자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① 전자통관시스템 수입통관, 징수 도메인 분리
업무처리화면 3,903개 중 수입통관 심사/결재 관련 화면이 전체 트랜잭션의 30%를 차지하며,
WAS장애의 66%가 수입통관/징수 도메인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수입통관/징수, 수출입화물
시스템에서 지연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90%이상)하여 수입통관 심사/결재 관련 시스템의 최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 271. 전자통관시스템 장애발생 현황]
업무영역 프로세스 도메인 서비스 수
업무처리 화면 수
(도메인)
(WAS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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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Login 수

트랜잭션
점유율

장애 발생(6개월)
건수

점유율

수입통관/징수

12 (3*4)

1,225

500명 내외

55%

74

66.10%

수출입 화물

4 (1*4)

1,3 4 4

200명 내외

25%

27

24.10%

수출통관/환급

8 (2*4)

4 46

120명 내외

15%

6

5.40%

조사/심사

4 (1*4)

888

50명 내외

합계

28개

3093

5%

5

4.40%

100%

11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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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통관/징수 서비스를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수출입화물 서비스는 여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표 272.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안]

현행 시스템 구성

개선 안

개선안 검토 이유

수입통관/징수 : 12개

수입통관 : 12개

수입통관/징수, 수출입화물
시스템에서 지연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90% 이상)

징수 : 4개
수출통관/환급 : 8개
수출통관/환급 : 4개
수출입화물 : 4개

조사/심사 : 4개

수출통관/환급 사용자 미비
(시스템 자원 미사용)
수출통관/환급 자원 회수
(업무영역 개수를 4개로 조정)

수출입화물 : 8개

수입통관/징수 업무영역을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 구축

조사/심사 : 4개

수출입화물 업무영역 증가

* 수출통관/환급 도메인은 FTA 등 업무량증가에 따른 수출도메인의 트랜잭션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 구성을 유지하였다.
* 수출입화물 도메인은 여유자원을 활용하여 인스턴스를 추가하였다.

② 전자통관시스템 정보제공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 도메인 분리
수입화물진행정보 조회 서비스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잦은 실행으로 서비스 이용 최대 시간대에
여유자원이 부족하여 동 서버의 메모리가 과다 사용에 따른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였다. 수입화물진
행정보 조회 시 건당 최대 2개의 XML문서(평균 1.3M)를 메모리에 적재 후 추출한 정보를 제공하여
메모리 과다사용이 발생하였고, 화물진행정보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을 분리하여 서비스 안정
화 및 타업무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였다.

③ 최초사용자 수출입신고서 작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파일럿시스템 구축
관세청 업무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신고인)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잘못
된 작성으로 인하여 반복적 오류통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서 파
일럿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출입신고서등 각 단위업무의 작성방법을 실전같이 연습(수출입신고서
작성 → 신고서전송 → 오류검증 → 처리결과 조회) 할 수 있는 파일럿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사전에

505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신고서 작성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한 바 있다.

[그림 92. 수출입신고서 파일럿 시스템]

④ 웰컴서비스 구현
전자통관시스템 접속시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 화면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화면을
4개로 분류하여 관세사, 무역업체, 보세사 등 다양한 사용자 업무 특성에 맞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사
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모든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처리현황,
간편 조회 서비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웰
컴(Welcome)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처리방식과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
였다.

[그림 93. 웰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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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서비스

사용자 로그인 시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대하여
메인화면에 표시함으로

화면

한번에 접근 가능

(3) 주요성과
① 빈번한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분산 환경 구성으로 이용률 증가에도 서비스 안정
화를 구현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성 검토나 특정 서비스의 개시, 안정화, 확대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사례로 활용되었다.

② 수출입을 하는 신고인의 실습환경 제공으로 수출입 신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편의 위주
의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사전 민원을 해소하여 상담전화 미연결 건수 감소에 따른 전자통관
기술센터 상담원들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2.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설비 확충
(1) 개요
전자통관시스템 업무량 증가 및 전자문서 증가(매년 3억 건, 20%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 자원 증설이 요구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 장비에 대한 5년 이상 노후화 정도 및 자원 사용률을 감안하여
장애 예방 및 가용성, 용량, 성능 확보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보강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부기관 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에 대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가용성, 용량, 성능
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자원통합 및 인프라 교체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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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전자통관시스템 정보자원 운영 현황, 인프라 구성 현황, 정보자원 성능 정보 취합, 예산 확보 등
정보화 관련 모든 업무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다.

(4) 추진내용
[표 273.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설비 확충 추진내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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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o 인터넷통관 문서유통WAS 및 업무처리WAS CPU 증설 (통합센터 '12-3차 자원증설)
- 업무처리WAS1,2,3 각각 2Core 증설 (4Cpu → 6Cpu)
- 문서유통WAS1,2,3 각각 2Core 증설 (6Cpu → 8Cpu)

'12.11

o EDI 통관, 인터넷통관 Memory 증설 (통합센터 '12-3차 자원증설)
- 수출입DB1,2 각각 24GB 증설 (6 4GB → 88GB)
- 인터넷통관DB1,2 각각 8GB 증설 (32GB → 40GB)

'12.09

o CDW DB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300Gb 16개)

'12.07

o 인터넷통관 업무처리 WAS #1~3 서버 메모리 증설 (16Gb * 3개 서버= 48Gb)
- 업무처리WAS1,2,3 각각 16GB 증설 (24GB → 40GB)

'12.06

o 관세청 인터넷통관 스토리지 볼륨 추가 할당 (11.9Gb * 96개 추가 할당)

'12.03

o 퍼포마이저 서버 (kcsperf1) 스토리지 추가 할당 (신규 볼륨 : vg02)

'12.03

o EDI통관 통계서버(kcsivl2), EDI통관 품목분류 WAS-DB서버(kcsbpm1) 스토리지 볼륨 추가 할당
(kcsivl2 : 26 4Gb, kcsbpm1 : 88Gb)

'11.11

o 온나라 업무관리 스토리지 증설
- 온나라 업무관리 DB 스토리지 Disk Bay 추가 및 Disk 증설(Usable 5.7TB → 7.7TB)
(Fujitsu E4K/500 Disk Bay 추가 및 Usable 2TB(Raid5) Disk 증설)

'11.10

o 수출입통관시스템 DR 재구성
- 대전 DMX2000 장비 재구성, 광주센터 이전, 교체

'11.10

o 수출입통관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 DMX2000에서 V-MA X로 스토리지 전환 및 증설 작업

'11.07

o 인터넷통관시스템 장비 교체
- 인터넷통관시스템 37대 서버에 대한 통합서버 구축 및 교체 증설

'10.12

o 인터넷통관 요건승인 업무 신규 도입 서버로 이관
- 인터넷통관 요건승인 DB1,2, 요건승인 WAS1,2, 인터넷통관 통관단일창구DB, 인터넷통관 국가물류ASP

'10.12

o 인터넷통관 DR 스토리지 복제 수행
- 인터넷통관 대전 스토리지 장비(USP-V)와 인터넷통관 광주 DR용 스토리지 장비(USP-V) 간 복제 작업 수행

'10.12

o 인터넷통관 NAS 스토리지 신규 장비로 이관
- 인터넷통관 기존 NAS 스토리지 Data를 신규 NAS 스토리지로 이관

'10.02

o 인터넷통관 DB 데이터 이관 작업
- 인터넷통관 기존 DMX20000 스토리지 데이터를 신규 통합 스토리지로 이관 작업

'09.10

o 2009년도 노후장비 교체 사업
- 인터넷망 노후 L4 스위치(Alteon180e) 4대 교체
- 업무망 EDI 통관 L2 스위치 이중화 작업
- 업무망 외부사용자 L2 스위치 증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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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①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12.7.16) 을 전후하여 시범운영 결과(5월~) 자원사
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터넷통관시스템 업무처리WAS 서버에 대한 긴급 자원 증설을 추진하였다.

② 전자통관시스템 업무량 증가 및 송수신 문서량 증가(연간 20%이상)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센터 ’12-3차 사업을 통한 긴급 자원(메모리, CPU)증설
을 추진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적 백업 및 용량 확보를 위한 백업장비 고도화 증설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백업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백업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잔존가치가 0이 되는 장비들 순
으로 고도화 및 교체가 필요하다. 수출입통관, 인터넷통관 등 전자통관 1등급 업무에 대해서는 테이
프 백업 외에 디스크 백업을 추가하여 백업의 속도 및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

② 수출입통관DB 서버는 노후화되어 장애예방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비교체가 요구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자통관시스템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DBMS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전자통관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출
입통관 DB 연도별 사용량 및 자료량 급증으로 수출입통관DB 서버 장비 증설이 필요하다. 장애 발생
에 따른 성능저하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로의 자동 부하 분산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자통관시스템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
용성 확보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하고, DBMS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③ 전자통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근 감시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통합접근기록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수출입통관 DB에만 적용되어 있는 DB감사 솔루션을 전자통
관시스템 전체 DB로 확대 적용하여 AV 통합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4. 스마트폰 기반 전자통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1) 개요
① 스마트폰 보급으로 국민들은 PC기반의 서비스를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 을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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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PC주도의 IT활황에 이어 모바일 주도의 제2의 IT활황은 1차 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 빌게이츠 >

“정보의 과잉에 따라 기업들이 정보 검색시간 증가와 관련 없는 정보 확인에 드는 비용손실이 매년 650억 달러에 이른다.”
< 2009. 뉴욕타임스 >

② 대국민 정보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10년을 모바일 원년으로 전망, 향후 5년 내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유선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모바일 서비스 제공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표 274. 모바일 서비스 제공방식]
모바일 웹(Mobile Web)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도록 별도 제작한 웹페이지

○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실행되는 프로그램

② 행정자치부 등에서 20여개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대표적인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94.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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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재부(시사경제용어사전) 등에서 40여 개 모바일 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아이폰
용 모바일 앱을 제공(법제처: 아이폰&갤럭시 가능)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FTA 용어사전 등 FTA관련
정보를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
이 브라우저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웹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홈페이지 서비스 중 대국민 이용
률이 가장 높은 메뉴 및 타 기관 공통 메뉴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통관정보 및 신고인 공지사항은 사
용자 의견수렴 및 보안(기밀성)수준을 검토하였다. 모바일 OS(iOS, 안드로이드, 윈도우폰7) 및 브
라우저 기종(Safari, FireFox, Chrome)에 상관없이 서비스 되도록 HTML5 도입 및 웹 접근성·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4) 추진내용
2010.7월 관세청장의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 등 전반적 검토 지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개선계획을 보고하였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T/F팀(36명)을 구성하였으며, 2011.5
월 ‘웹2.0기반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2.1월 모바일 홈페이지(http://m.customs.
go.kr)를 개통하였다.
추가개발 수요조사를 거쳐 24종의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16종의 모바일 정
보제공 서비스를 웹 접근성·호환성이 강화된 표준을 적용하여 재개발하였다.

[그림 95.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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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①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실시간 통관정보 접근으로 통관처리시간을 단축하였고,
주요 통관 및 물류, 공고·고시, 화물진행정보 등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경쟁력 강화
및 통관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관세행정고객이 무선인터넷 가능 지역에서 통관정보를 실시간 감지
함으로써 물류처리시간 단축 및 사용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② 관세청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림 96.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언론보도자료]

(6) 향후과제
정보제공, 공지사항의 일부 분야에서 전자통관 전 영역으로 모바일 전자통관이 실현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휴대품 예상세액, 분실물 조회 등 여행자분야 통관 안내 서
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보안 모듈 도입으로 주요 정보에 대한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스마트폰 정보수요에 맞춰 안정성, 가용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전용 웹서버, 웹구동 프로그램
(WAS), DB서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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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통관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기반 확충
(1) 개요
① 2009년 발생한 「 7.7 사이버침해사고 」 의 피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및 사이버테러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여, 최근 국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테
러 공격이 빈번해지고 새로운 해킹기법 발전에 따른 급증한 보안위협에 대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
였다. 또한,「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 제정·시행」 과 더불어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② 지능화, 전문화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내부정보유출 차단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관리를 위해 정보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하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국내외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를 보면 러시아가 그루지아 공격 전 정보 관련 웹 사이트가
해킹(`08.8월) 당했으며, 옥션 이용자 1천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09.2월)이 발생되었고, 청와
대, 백악관 등 한미 주요기관 웹 사이트와 일부 포털 등이 해커들의 DDoS 공격을 받아 다운되거나
접속 장애 사태가 발생(`09.7월) 하였으며,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 고객정
보유출(`11.4~9월)이 발생하였다.

② 국내외 사이버 대응 전략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사이버보안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 및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사이버보안 전
략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차세대 전문적인 지능화 보안시스템
도입을 강화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에 대한 이슈/분석 자료 검토, 동향 자료 및 국가정
보화백서 검토, 보안정책·지침·법령을 검토하여 보안 방향을 강구하였다.

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보안성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보안취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보안장비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인증제품 여부 파
악 등 보안적합성 검증을 검토하였고, 타기관 구축 사례와 경재 제조사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자료를 취
합하여 정밀 분석 및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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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내용
① 관세청 u-IT 인프라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
2008년도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73) 24식 도입 및 외부사용자 KCIS 방화벽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는 침입차단 및 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0년도는 DDoS 공격대응 솔루션 및 사이버공격 상황전파시스템, 좀비 PC 탐지시스템을 도입
하여 DDoS 공격대응 4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4단계 방어체계를 설명하면 1단계로 인터넷 구
간에 전용장비를 배치하여 DDoS 트래픽을 차단하고, 2단계로 IPS 74)(침입방지)에 의한 DDoS공격
패턴을 차단한다. 3단계는 QoS 75)(통신서비스 품질)장비로 트래픽 제한·차단, 흐름을 제어하고, 마
지막 4단계로 F/W 76)(침입차단)로 진원지, 목적지를 차단하였다.
2011년에는 지문인식마우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이중화를 구축하여 관세행정정보
시스템 접근관리 통제를 보완하였다.

②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2008년에는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은 내부정보유
출방지시스템, 2011년은 내·외부망간 자료교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료전송시스템을 도입하였다.

③ 보안관제 고도화를 위한 통합보안관제센터 재구축 및 고도화
2010년도는 보안장비 로그 연계분석을 위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 외부기관 연계 방화벽,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DDoS 공격탐지를 위한 네트워크의 트래픽
3D분석 시스템 및 국가정보원 보안관제센터와의 연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④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
2008년도에 원격업무처리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키보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에는 본청에 불법 무선랜 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원격사용자 접속시스템(SSLVPN)
의 성능을 보강하였다.

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011년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강화 방안으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73)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etwork Access Control) :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모든 기기의 보안상태를 검사해 안전이 확인된 기기만 접근 하도록
하여 보안정책이행을 강제적으로 보다 손쉽게 할 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74) IPS (침입방지)(Intrusion Prevention System) : 다양하고 지능적인 침입 기술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보안 기술을 이용해, 침입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침입을 막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의 침입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시스템
75) QoS (Quality of Servics) :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률 및 에러율과 관련된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장비
76) F/W (침입차단시스템) :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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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인력 2명을 보강하였으며, 각종 신규업무 개발 및 운용 S/W에 대한 사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
여 제거하였고,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강화 방안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청적·균형적 활동 방안으로 주민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홈페
이지에 공공 I-PIN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유출 원천차단을 위한 암호화 솔루
션(PC-FILTER)을 도입하였다.

⑥ 차세대 지능형 보안 인프라 구축
2012년도 차세대 지능형 보안 인프라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보강, 보안USB 보안시스
템 기능 보강, 사이버 대응 지능형 모의 훈련 시스템, 노후화 방화벽 교체, 차세대 다중영역구분 보
안 솔루션, PC 취약점 관리 시스템, 불법 무선LAN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였다.

(5) 주요성과
① 침입 탐지 및 방지시스템 도입 등 u-IT 인프라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
협요소로부터 전자통관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대응 4단계 방어체계 구축·운용으로 사이버 침해 예방 등 전자통관시
스템 안전성을 제고하였으며, 불법 무선랜 사용에 대한 탐지 및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모바일기
기 접근을 통제하여 자료유출 사전차단을 위한 환경을 구현하였다.

② 보안USB 관리시스템 등 구축으로 자료유출 사전 차단 환경 구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접근방식 개선으로 사용자 관리 및 자
료유출 방지를 위한 효율적 환경을 구현하였다.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편리성 제고 및 자료유출 사전 차단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솔루션(PC-FILTER) 도입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유출 사전 차단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
게 되었다.

③ 통합보안관제 고도화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인력 보강 및 24시간 운영으로 사이버테러 신속 대체계가 구축되어, 주요
보안시스템의 실시간 로그분석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킹·바이러스 감염 등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
한 원인파악 및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④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안 취약점 개선으로 정보보안 우수기관 선정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및 보안위반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의 보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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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항 적극적 이행 및 보안의식을 향상시켰으며, IT융합 환경에 맞는 통합보안관제 고도화 추진 등
의 적극적 보안활동 수행으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패」 ('11.12월)를 수상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전청 차원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버 보안관리와 사이버위기 적시 대응, 정보보안 효율성 제고, 정보보호
전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과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및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전담조직(사이버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

② 전직원의 보안인식 제고 및 보안 전문인력 양성
안정적 전자통관서비스,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
노력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 방어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며, 다양한 모의훈련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 조치하고, 보다 안정적인 전자통관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6. 주요성과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9.6일→3.6일) 등 약 3조 8천억 원의 경
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도미니카, 과테말라, 네팔,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해외수출의 성과를 거
두었다. 또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우수 기관 선정('09, '11), 정보보안 우수기관 선정(국가안정보장
패 수상, '11), 영국표준협회(BSI) 주관 ISO10002 인증획득('10), 세계은행(183국) “싱글윈도우”
시스템 모범사례 선정('09), 세계은행 수출입통관분야 경쟁력 평가 1위 선정('09) 등 대내외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 여행자 통관 서비스, 화물처리시간, 싱글윈도우 등 그간의
노력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은 이미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지속적 유지·발전을 하고 있다

7. 향후과제
전자통관시스템은 무역량 증가 및 다양한 정보 요구로 과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거대 자료, 복
잡한 시스템 구조로 자원 증설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에서 DB구조와 어플리케이션 논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시스템 재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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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방향]
현재

개편방향

신속

관세행정
20년

신속+안전/기업경쟁력강화

세계1위 신속통관, 최초 100% 전자통관
물류비 절감, 경쟁력 지원

Business

차등관리 프로세스설계 강화 필요

업무 최적화

실물 확인의 한계(인력, 정보)

프로세스 차별화 강화(위험/비위험)
자율규제 기반의 입체중심 행정
경제국경관리기관의 조직역량강화

통합고객관리 기반 강화 필요
무역공급망 중심의 위험관리 강화 필요

경제
국경관리
Mission

정보화

Mission의 변화

글로벌 대응

WCO S/F 대응 정책 추진
개별적 부분적 도입, 종합관리 미흡

파트너쉽 강화

파트너쉽 기반 국내외 협업체계구축
실시간 통관물류정보 공유체계 구축
공생발전 관세행정 모델 구축

파트너쉽 기반 경제국경관리 체계 강화
실시간 글로벌 Visibility 기반 강화
서식중심의 데이터 모델로 업무 활용 불편

정보화

77개 시스템 난립, 노후화와 변경 어려움

시스템 구조혁신

업무 활용 중심의 데이터 모델 설계
글로벌 표준·연계
미래대비 개방형 Platform

글로벌 표준 대응, 신기술 적용 Needs

또한 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12~'15)을 통하여 세계 최초 100% 전자통관 체계룰 구
현하고, 급증하는 업무처리 한계를 극복하며, 글로벌 환경 대응에 대처하고자 한다.

[표 276. 제4세대 국가관세통합정보망 구축 개요]
3세대
신속

·EDI
·인터넷

글로벌 표준 기반
시스템 구조 혁신

4세대
신속+안전

프로세스 개선
(절차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 활용 개선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세스 중심설계
(신고 → 접수 → 처리)
*기존 신고서 전자화/유통

데이터 중심설계
(수집 → 활용 → 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

·SILO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미흡

·통합 시스템
·글로벌 표준 통합 DB

·내부 프로세스 통합 지원 불가
·정보활용 한계

·글로벌 비즈니스(정보활용) 지원
·내부 프로세스 통합 지원

·모바일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DM 3.0
·GNC

517

무역강국을 실현하는 선진일류세관

제3절 관세행정 정보서비스 인프라 확충
1. 개요
관세행정의 정보화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관세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할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속
발전하는 u-IT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에 도입할 필요성을 알렸다.
우리청은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인 WBC2012 「세계일류 관세행
정의 비전과 전략」 을 수립하여 정보화 서비스의 다양화·대량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
망과 초고속 무선통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터넷으로 전화와 화상회의 등을 각종 네트워크 장비와
결합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정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정보중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손쉽게 검색·활용하고,
Wiki, Blog, UCC 등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동력 창출이 필요한 웹 2.0기반의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웹 2.0기
반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웹 2.0 기반 CKP 고도화
(1) 개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키우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세스 보완을 위한 창의적 혁신동력
창출이 필요하였고, 웹 2.0 지식경영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이를 활용한 지식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웹 2.0 지식경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2000년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까지 시스템, 제도, 조직을 형성하고 운영지침
제정 등 지식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고, 2004년~2006년까지 지식마일리지제도 도입, 지식
경영포탈시스템 구축, 전자일정관리, 회의공개, 전자 인사 등 지식관리시스템 외연 확대 등 시스템
중심의 지식활동으로 확산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자생적 지식 창출·공유·확산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Wiki, Blog, UCC 등 웹 2.0 기반의 지식경영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대내적으로는 CEO와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장 블로그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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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리
더층의 정책판단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료방(리더일공일, 국내외경제, 주재관 보고서), WCO, FTA
등 국제관세동향 메뉴 및 경제동향상황판(세관별 세수현황, 지역별 수입현황) 등 포틀릿을신설하였
다. 대외적으로는 2011.5.25~5.27(2일간)까지 글로벌KM(Knowledge Management) 컨설팅
전문기관인 영국 TELEOS사를 방문하여 세계적 최신 트렌드 및 리더그룹의 우수사례를 습득하였으
며, KM 리더(전문가)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소통의 global화를
도모하였다.

(4) 추진내용
① 1992년부터 WCO 아·태지역 회원국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업무지식 공유와 전수를 위하
여 선진 관세행정 경영기법 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
며, 2011.1월 연수원에서 관세청 최초의 국제기구 교육훈련센터인 WCO 아·태지역 지역훈련센터
를 개소하였다.

② 2011.6.13~6.23일까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14개국 세관직원 19명, 7.5~7.8일까지 인
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세관직원 20명을 초청하여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
여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심사 및 조사제도, AEO 제도(수출입안전 우수 인증업체) 현황, FTA 집행,
위험관리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 및 Single Window, UNI-PASS 등의 IT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
였고, 에콰도르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수출을 통해 선진 지식경영을 해외에 전파하였다.

③ 직원의 인문 소양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급지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명인사 초청 특
강을 실시하는 「아이디어 펌프데이」 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우수기관 벤치마킹(삼성SDS, POSCO,
수자원공사, '10.5월), 지식경영(KM) UK 2010 Conference 참여(영국, '10.6월), 매일경제 주체
지식경영 리더 과정 참석('10.7월, '11.5월, '12.5월), 세관 지식경영 담당자들의 정보수집훈련을
통한 Teleos 77) ‘Asia MAKE Award’ 수상 기관 방문('10.12월)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리자 및
지식경영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④ 2011년 청장 PLAZA내 청장 블로그를 개편하여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였
으며, 온라인 시험 시스템 구현을 통해 원서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였
고, 청장의 경영이념과 철학 전파를 위한 ‘윤의이야기’, 청장과 직원과의 감성 교류의 장인 ‘주고받는
이야기’, 청장 공개 인터뷰 진행과정을 UCC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CEO 동화마당’ 등을 신설하였다.
77) 영국의 지식경영 컨설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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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서접수로부터 시험문제 등록, 응시, 평가까지 Onestop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애경사 시스템 전·현직 구분을 통해 효
율적인 알림 게시, 전·현직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주소록을 개편하여 명함
관리 기능 구현, 효과적인 연락처 관리기능 제공, 음주문화실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였고, 공유게시판 개설을 통한 직원들간 교류활동을 지원하였다.

⑥ 지식거래를 위해 전 직원에게 기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답변이 필요한 지식의 경우 답변자에
게 지식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지식거래장터를 구현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관, MBB 등으로 지식리더
그룹 구성, 질문 등재 시 리더그룹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거래장터와 지식리더그룹을
연계하였다.

⑦ 세관여지도 프로젝트는 2010.3월부터 전국 47개 세관이 자기 세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소
개 동영상(UCC)을 제작하고, 이것을 관세청 전 직원과 공유하였으며, 총 17개 세관의 세관여지도
제작팀 64명이 세관여지도 Festival에 참여하였다. 또한 세관의 조직, 문화 등에 대해 소개할 수 있
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매주 1편씩 전국세관과 공유함으로써 세관 간 유대의식 및 자긍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⑧ 2011.7.1 지식경영포털사이트(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미술관을 개관하여 미술전시서
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전문적인 미술 작품 전시서비스이자 행정기관 최초
로 추진하는 고품격문화서비스이다. 미술전시회는 저작권과 전문성이 관련되는 사업으로 전문 서비
스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고, 매월 6~10인의 작가가 참여하며, 인터넷(관세청 홈페이지 및 지
식경영포털)을 통한 작품관람은 물론 모바일 감상도 가능하다.

⑨ 애경사, 휴양지 관리 등 행복마루(WLB)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지식경영포털 시스템으로 이
관하여 조회만 가능하던 게시판을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SMS 수신여부 설정 기능 추
가, 팀 블로그 개선을 통한 동호회 기능을 통합 구축하였다. 또한 시스템별로 운영되던 콘도/휴양지
관리를 통합하였으며,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기능 구현, 행복충전소, 생활정보, 맛집게시판, 직거
래장터를 개편하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⑩ 일반 행정업무에 필요한 직원 설문, 서약, 만족도 조사, 캠페인청렴 약정 ‘나의 아름다운 약속’
온라인 서명,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도 자가진단, 주간위험동향 e-book 서비스, 인천세관 휴대품과
온라인 시험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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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과
① 2008년 지식행정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9년 지식행정 우수기관 선정·행
정안전부장관 표창(우수상) 수상, 2009년 기획재정부 주관 ‘정부업무평가 정보화사업’ 부문 우수기
관 선정('09.7), 2011년 지식경영 우수기관 선정·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② 2011.3 지식혁신대상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매일경제신문사와 세계적인 기업컨설팅회
사 부즈&컴퍼니사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지식혁신분야 최고권위의 賞)하였으며, 2011.10.13 영
국 지식경영 컨설팅전문기관인 Teleos사가 주관하는 국제지식경영분야 최고권위의 賞인 Asia
MAKE(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 Award를 수상하였는 바 이는 관세청이 국내 정
부기관 중 최초이다.

③ 2010년 정부기관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부패방
지시책평가 2년 최우수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10.12월)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대한민국커
뮤니케이션 대상 社史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④ 관세청 지식경영의 수준을 인정받아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시 지식경영시스템을 포함하여 수출함으로써 선진 지식경영기법을 해외에 전파하게 되었다.

⑤ 탐지견 훈련센터가 국제규격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 규정의 실행으로 탐지견 분야 세계최초
ISO9001 국제 표준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하였다.

⑥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의 서비스 수행체계 및 수준에 대해 국제적 인증기관(BSI, 영국표준협
회)을 통해 ISO 10002 78)를 취득하여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10.6월)
하였다.

(6) 향후과제
① 역동적 지식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창출을 위하여 지식경영 포상제도 개편 및 지
식경진대회 개최, 창출 지식 품질 향상, 체계적 지식경영 운영,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78) ISO 10002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VOC가 발생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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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영포털(CKP)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관세청 지식경영의 대외적 위상 제
고, 지식경영포털시스템(CKP) 서비스 품질 개선,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③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식행정 품질 향상을 추구할 예정이며, 조직의 지식경영 문화 정
착을 위한 지식경영교육, 창의적 운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3. 웹 2.0 기반 홈페이지 재구축
(1) 개요
스마트폰 확산으로 국민들은 PC기반의 서비스를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
스로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2006년 홈페이지 구
축 이래 복잡해진 메뉴 및 콘텐츠를 보다 간결하고 접근 편리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로 새롭게 개편이
필요하였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뉴스, 언론보도 등 소식과 민원24, 민원처리사례 등 주요 행정
업무를 모바일 홈페이지로 제공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이슈사항, 행사 등 유용한
콘텐츠를 홍보하였다.

② 국세청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시 대내외 소통강화
본청 각 과 및 세관 홈페이지 담당자(36명)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 개선방향 설
정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SNS, 홈페이지 메뉴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4) 추진내용
① 2012.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정보접근성 향상과 최신 IT 기술반영을 위해 관세청,
세관 등 56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의 사용빈도, 업무특성
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예측 가능한 이름으로 메뉴체계를 정비하고 콘텐츠를 현행화함으로써 정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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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신속한 메뉴 접근을 위해 메뉴경로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하고 주요 민원사이트를 한곳
에 모아 놓은 패밀리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하고, 전체메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체보기 등 편의
기능 제공과 함께 인기검색어, 실시간검색어, 검색어자동완성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수입
화물진행정보, 휴대품예상세액 등 주요 조회 서비스를 중앙에 큰 아이콘으로 배치하였다.

②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
를 구축하고 SNS를 통해 지인들과 최근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SNS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였다.

③ 일상에 바쁜 고객과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술 전시회를 통한 문화마케팅
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이버 미술관을 구축하여 매월 특정 주제(청이슈, 축하, 기념 등)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④ 관세청의 비전과 중요한 정책홍보 콘텐츠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
영상, 플래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하였다. 주요 서비스 내
용으로는 소개관, 역사관, 박물관, 전시관, 게임관으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주요성과
정부기관, 지차체, 공사 등 800개 홈페이지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평가 결과, 우리 청은 웹접근성 99.5점 웹호환성 100점으로 정부업무평가 6점 만
점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6) 향후과제
변화하는 최신 IT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홈페이지 서버, 디스크 등 전산장비 증설로 성능
을 개선하며 개인정보 모니터링 등 보안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4. u-IT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 추진배경
① 2006년도 연구용역(u-ISP) 수행에 따른 ‘유비쿼터스 환경대응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과 관
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인 WBC2012 실현을 위해 u-IT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였다.
② 우리청은 이를 위해 인터넷 환경의 쌍방향멀티미디어 및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u-IT 인프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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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데이터·음성·영상 등 정보단말기 및 통신수단의 융합화를 실현하고, 노후화 시스템 보
강 및 주요 시스템 확충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 강국으로 발전하였고, 통신·방송·인터넷의 대통합시대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발
전토대 마련을 위해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② 인터넷전화(IPT) 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3.12.18 ‘인터넷전화 제도개선 공청회 및 기
술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로 구성된 인터넷전화 전담반을 구성하여
인터넷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제도화 이후 공공기관에 점차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이 가속
화되어 우리청은 2006년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및 단계별 전환계획이 수립되었다.

③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
패러다임 구현을 통해 그린IT 기반 환경이 조정되었고, 우리청은 저전력 시스템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전자팩스 시스템, 프린터 절감 솔루션 및 저전력 PC 등을 도입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① 우리청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 DEMO 계획 수립 및 경쟁 제조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에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타 기관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② 국가정보원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보안성 검토를 통해 사전 보안위해요소를 제거하
는 한편, 보안 인증제품을 도입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4) 추진내용
① u-Customs 실현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환경 구축
광대역통합망(BcN)환경을 2008년에는 주요 24개 산하세관에, 2009년에는 50개 감시초소에 구
축하였고, 2010년에는 컨테이너 검색센터 등 일선현장까지 확대 구축하였다.

②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전화(IPT) 구축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 전화를 2008년에는 서울 등 8개 세관에, 2009년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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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관에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부산세관 등 11개 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에 구축하여 전국세
관의 ALL-IP기반 서비스를 전환 완료하였다.

③ 차세대 IT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케이션(UC) 구축
통합커뮤니케이션을 2008년에 인천공항세관 등 9개 세관에, 2009년에는 평택세관 등 16개 세
관에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부산세관 등 11개 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에 적용하여 전국세관간 통
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완료하였다.

④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 FAX 시스템 구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에 본청 및 인천세관에 시범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서울세관 등 3개세관에, 2011년에는 대구 및 광주세관에 확대 구축하였다.

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통신망 체계 개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1년에 노후된 L2스위치를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210식 교체
하였고, 관세청과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간 TMS 및 UTM을 이중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실 전원관리 및 원격장애처리 시스템 도입,
온도·습도·화재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통신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⑥ 차세대 통신환경 인프라 조성
2010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본부세관 및 3G모바일 환
경에서 실시간 영상중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는 차세대 종합지능형통신망 서비스를 위하여 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IPv6의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를 도입하였다.

(5) 주요성과
①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등으로 통신서비스 안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본부세관과 산하세관간 통신속도가 2M급에서 10M급으로 증가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3~5
배 향상되었고, 신속업무처리로 관세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노후장비를 고성능·고기능 장비로 교체하고 원격접속 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② 인터넷전화 및 전자FAX 도입으로 통화품질 향상 및 그린IT 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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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BX 교환기 환경에서 ALL-IP기반의 인터넷전화(IPT)의 도입을 통해 통화품질(3.8Level→
4.2Level) 향상과 더불어 연간 3억 8000만원 상당의 전화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o 일반전화 사용료
- 본청 및 50개 기관 연간 사용료('07년 기준) : 971,270천 원
o 구내전화 통화량 : 전체 통화요금의 15% 차지
o 인터넷 전화로 전환시 구내전화 무료 및 통화요금 인하로 40% 절감
⇒ 971,270천 원 × 40% = 388,508천 원

팩스 송수신에 대한 절차를 전산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처리를 축소하여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연간 4천45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o 일반팩스 : 250대(본청50, 기관당 4대)
- 토너비용 : 70,000원(연간/대당)×250대 = 17,500천 원
- 유지보수료 : 17,000(월간/대당)×250대 = 51,000천 원
o 전자팩스
- 6개 본부세관 연간 유지보수료 : 24,000천 원
o 연간 예산절감
⇒ (토너비용 + 일반 FA X 유지보수료) - (전자 FA X유지보수료)
(17,500천 원 + 51,000천 원) - (24,000천 원) = 4 4,500천 원

③ 조직내 원활한 소통환경 조성으로 조직일체감 형성에 기여
쌍방향멀티미디어 통신이 결합된 통합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으로 데이터&음성서비스 통합 환경
구성을 통해 정보전달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원활한 소통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6) 향후과제
① 우리 청은 2015년까지 미래지향적인 차세대 종합지능형 통신망 구축으로 선진일류 ICT(정보
통신기술) 공공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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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7. 차세대 종합지능형 통신망 (UICN) 구축]
차세대 종합지능형 통신망 (UICN) 구축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5년

- IPv6체계 전환계획
수립 및 적용

- 지능형 통신망 인프라
확충 및 보강

- 지능형 통신망 인프라
확충 및 보강

- 지능형 통신망 인프라
확충 및 보강

- 지능형 통신망 완성

- 지능형 통신망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지능형 통신망 서비스
개발 및 구축

- 지능형통신망 시범
사업 선정 및 구축

②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환경
을 통해 융합과 소통의 새로운 차원의 정보화 서비스 실현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5. 주요성과
① 웹 2.0 기반의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및 지식경영문화 활성화를 통해 2011.10월 영국 지식경
영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주관한 국제지식경영분야 최고 권위의 償인 Asia MAKE Award를 수상하
였고, 같은 해에 지식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② 웹 2.0 기반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호환성 평가결
과에서 각각 99.9점, 100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③ 광대역통합망(BcN)구축으로 본부와 산하세관간 업무처리속도가 3~5배 향상되었고, ALLIP기반의 인터넷 전화 도입으로 연간 3억 8000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절감, 전자팩스 도입으로 연간
3천6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

6. 향후과제
① 역동적 지식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창출을 위하여 지식경영 포상제도 개편 및 지
식경진대회 개최, 창출 지식 품질 향상, 체계적 지식경영 운영,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②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이 사무실인 스마트워크 시대에 발맞춰 내·외부 고객이 편리하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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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Web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노약자 등 장애인을 위해
웹 접근성을 강화하며, 또한 국민과의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SNS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③ 차세대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노후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고, 주요 부문별 세부과제
를 추진하여 차세대 종합지능형통신망(Universal& Intelligent Communication Network)을 구
축해 나갈 것이다.

[표 278. 차세대 종합지능형 통신망 구축 4대 부문별 10개 세부과제]
1. 인프라 구축
1) IPv6주소 체계 전환
2) 종합지능형 인프라 조성
- 다중서비스 기반 회선망

3. 기술 개발
5) 표준모델 확립
6) 핵심기술 개발
7) 표준화 지원 강화

2. 서비스 활성화
3)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4) 응용서비스 확산 지원

4개 부문별
10개 세부과제

4. 확산 환경 조성
8) 식별체계도입 및 정보
자원관리체계 구축
9) 정보보호체계 마련
10) 협력체계 및 전문인력양성 회선망

제4절 FTA시대 대비 위험관리 기반 마련
1. 개요
대외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경제 Block화 등 국제 교역규모의 급증 및 9.11 테러이후
국제관세기구(WCO)에서 국제물류의 안전(Security)과 원활화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일본·EU·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외국세관들은 모두 신속통관과 안전확보의 국제·
국내적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단일화된 정보통합시스템 위주의 고도의 통합위험관리체
제를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CEPA 협정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확대
및 국내 기업의 대외 수출입 증가로 인해 기업지원과 물류안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급증하였다.

528

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위험관
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정제·관리 등 정보분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WCO 위험관리 표준을 선도하는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현정부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 수출 7대
강국 진입에 대응하여 공정무역 질서가 확립되도록 관세국경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FTA·AEO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거래형태 다양화 및 새로운 위험 발
생, 인터넷 등 IT 발달로 인해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범죄수법 등 관세행정상 위험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국제관세기구(WCO)에서는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의 안전(Security) 확보에 초점을 맞
춰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Framework)"을 승인하고 위험관리 중심으로 관세행
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세행정 위험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산된 위험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부서간 정보의 칸막이 제거 등 위험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통합위험관리 정보
화 계획을 수립('08)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통관물류·심사·조사·감시·F TA·위험관리별 업무·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업무수행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내년도 업
무계획 및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 반영·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11.10.7, 청 간부워크숍 개최시 청장지시 사항>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미국·일본·EU·독일·뉴질랜드 등 선진 외국세관은 모두 신속통관과 안전확보의 국제·국내
적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단일화된 정보통합시스템 위주의 고도의 통합위험관리체제를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통합된 위험관리 조직 운영 필요성 대두에 따라, 종전 재무부
소속 관세청, 법무부 소속 이민국, 농림부 소속 검역청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산하 기관으로 “National Targeting
Center-Cargo(NTC-Passenger, NTC-Cargo)”를 창설하였고, NTC에서 High-Risk 분석 정
보를 일선 세관에 제공하고, 일선 세관의 조사 분석 정보는 Automated Targeting System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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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된다. 미국 CBP는 수출입 물품 및 출입국자, 운송수단으로부터 위험 요소를 분석 예방하기 위해,
ATS(Automated Tageting System)를 구축하여 2000여개의 타켓팅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
국토안보부 내 타부서, 국방부, 첩보 및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정보
개방 및 공유 체계를 확립하였다.
둘째, 일본의 경우 2008년 기존 분산되어 있던 위험관리 조직을 통합하여 기관 간 부서간 단절
된 정보 흐름을 해소하고, 정보 활용의 효율화 및 정보 분석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JCITAC(Japan
Customs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를 설립하였고,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
율적이고 유연한 관세 프로시져를 만들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Single
Window System(SWS) 구축과 뉴질랜드 관세행정 개편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 간 협력(interagency Cooperation) 체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다
셋째, 뉴질랜드의 경우 재무부 관세청이 주도하여, 농림부·노동부·교통부·내무부·식품안전
청 등 각 유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업무 정보를 통합 수집·분석·평가·관리하
며 서비스 할 수 있는 NTC(National Targeting Center)를 설립하였고, NTC에 세관·검역·출
입국·항만청 직원이 공동 근무하며 업무추진 우선순위 및 세부협력 절차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국경관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독일의 경우 중앙위험관리센터(ZORA)에서 분석된 위기프로파일(Risk Profile)을 유관부
서에 Top-Down방식으로 서비스하며, 이를 위하여 독일 관세행정 모든 부서를 위한 중앙위기분석
(Central Risk Analysis)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ZORA는 중앙집중적 위기분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산된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이 사
항을 IT 기술을 적용한 DEBBI(Decentralized Assessment on Operators)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전파한다. 모든 일선 세관은 ATLAS라는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선
업무에서 위험성 조사, 분석, 평가 결과를 DEBBI를 이용하여 처리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 관
세행정은 불법 이민자, 수출입 물품 통관, 세금 및 관세, 국제협력을 망라하는 관세행정 중심의 국경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T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Risk Profile 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전청적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자 설명회 개최, 내·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
(官)·학(學) 합동 연구 등 대내적 소통 및 WCO 위험관리 편람 참여, 미국CBP와의 위험정보 교류
등 대외적 소통도 강화하는 등 통합위험관리체제 완성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조직 모델 제시 및 관세행정에 맞는 위험정보의 분
류체계·수집기법·분석기법 제시 등 관세행정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분석기법 및 조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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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안에 대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통해 연구하였고,('09.12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각종 위
험에 대응하기 위해 온톨로지 79)(Ontology), 시맨틱 웹 80) 등 인터넷상에 흘러 다니는 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화된 IT 기술을 활용한 위험정보 수집확대 등 선제적 위험관리 기법 개발을 위해 배재
대학교(김도완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한민, 김평 박사), (주)다이퀘스트(김경선 연구소
장) 등과 관(官)·학(學) 합동으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10.10월)
통합위험관리체계의 핵심 운영시스템인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각종 연구용역 수행 시 위험
인식·분석·적용·환류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분야별 분석·설계 등 전반에 대해 20
여 차례의 워크숍 및 30여 차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청 간부진 및 일선세관장 등 관리자 순회 설명회를 통해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였으며, 일선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험관리체계 동참을
이끌어 냈다.

[그림 97. 의견수렴 워크숍 화보]

[그림 98. 연구용역 자료 화보]

또한 세계최고 통합위험관리체계로의 정착을 위해 WCO 위험관리전략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WCO 위험관리 편람’ 제작에 공동 참여하는 등 대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미 위험관리 정보교
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11.2월)로 미국 관세청(CBP)을 방문하여 우리청 통합위험관리체계
소개 및 위험관리기법을 교류하였으며('11.7월), 미국 관세청에서 우리청을 방문하여 위험요소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11.9월)

79) 온톨로지 : 개념(단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의미적 수준에서 모델링한 지식으로, 정형화되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전자사전. 온톨로지는 특
정 문서에 나타나는 개념의 의미 파악 및 지식 추론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처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작업 자동화에 해당하
는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온톨로지는 시맨틱 웹 응용의 중심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관세행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
를 정형화되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온톨로지로 구축하면, 문서의 의미를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80) 시맨틱 웹 : 기존의 웹은 사람이 정보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 체계에 적합하
지 않다. 시맨틱 웹은 데이터를 소프트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적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 식별 체계에 해당하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데이터 모델에 해당하는 온톨로지, 작업 자동화 과정인 추론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관세행
정 문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소프트웨어가 이해하고 자동으로 분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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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내용
관세청의 모든 위험정보를 통합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부서간 정보의 칸막이 제거 등 전청적 관점의 전략적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위험관리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법규정을 제정하였다.
첫째, 청 전직원이 각종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부서(정보기획과 위험관리
센테)에서 이를 평가·분석·전파하여 통관·심사·조사 등 각 업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위험관리시스템(IRM-PASS)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통합위험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의 주요내용은 부서간 정보의 칸막이 제거, 전략적 위험관리
도출 및 위험선별을 위한 위험관리포탈, 7대 프로파일, 복합위험선별기준(EDA 81)) 프로그램을 구축하
는 것이다.
관세청과 세관직원이 통관·심사·조사·감시업무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련된 적발사례·업체
특이동향·언론기사 등 위험동향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부서에서 이를 평
가·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전파 할 수 있는 위험동향 관리시스템과 수출입통관·
외환거래·여행자출입국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를 알려주는 모니터링시스템 등 위험관리
포탈을 구축하였다
또한, 업체·품목·개인·해외거래처·관세사·물류업체·지역별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수출입
실적, 적발실적 등 내부정보와 재무정보, 업체신용평가 등 외부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정보분석 시
One-stop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7대 프로파일 컨텐츠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존 조건 비교 위주의 단순 선별기준을 과거 실적 정보 및 우범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을 Event Driven 방식으로 고도화하여 수입통관 C/S(Cargo
Selectivity)에 시범 적용하였다.
[그림 99. 착수보고회 자료 화보]

81) Event Driven Archite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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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언론 보도자료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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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험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정책결정권자가 위험관리지수, 모니터링 결과
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고하며 위험분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권자포털을 구축하였
고, 관세청 내·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위험정보(첨부파일, TEXT 정보 등)
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위험동향 기초자료·통관·심사·조사 적발사례 등 각종 정보 자료
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통합적·다각적인 정보분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형 위험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에서 구축
한 품목 분류맵, 해외공급자, 지역정보 등을 7대 프로파일과 연계하여 위험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신
뢰성을 확보하는 등 위험관리포털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정보분석 담당자가 분석 또는 입수한 위험정보에 해당하는 화물의
수출입신고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알림모니터링을 구축하였고, 관세행정상 위험을 발생시키
는 개인, 수출입업체, 관세사, 해외거래처, 포워더, 품목 등 프로파일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험이 발
생되지 않도록 그 특징의 정의 및 해당 프로파일들을 그룹핑하여 관리하는 위험요소 및 품목별로 발
생된 적발실적 또는 위험정보를 토대로 고위험군에 대해 각 프로파일별 위험요소를 조합하여 해당 위
험을 패턴(유형)화한 위험유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복합위험선별기준(EDA)을 수
입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화물 입항 적하목록 제출 단계의 관리대상화물 선별에도 확대적용하였다.
그리고 동 시스템을 통관·심사·조사 등 관세청 16개 업무시스템에 연계하여 부서간 위험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관세행정 위험관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그림 101. 워크숍 개최 화보]

[그림 102. 언론 보도자료 화보]

통합위험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다각적인 위험정보 분석기반 구축을 위한 IT 신
기술(온톨로지, 시멘틱웹)을 도입하여 업체·개인·품목 등 프로파일의 주요 정보자료간 연관관계
를 활용하여 프로파일간의 새로운 위험업체·품목 등을 도출하는 프로파일 연관관계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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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발유형과 품목간에 연계되어지는 위험요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위험유형(패턴)을 생성하는 위험
요소 연관관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또한, 통관·심사·조사 등 각 업무분야별로 운영되어 단편적 시각의 위험대응만이 가능하였
던 위험선별기준(C/S, R/S, D/S, APIS 82))에 대해 관세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험선
별기준을 생성하여 적용·활용할 수 있는 통합위험선별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업체·개인·관
세사 등 7대 프로파일별 위험요소 최다 보유현황, 적발실적·수출입 특이치 등을 주간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금주의 주요 모니터링 현황 및 금주의 위험요소 주요 모니터링 현황 등 위험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한편 종전 관세청 16개 업무시스템에 연계
되어 있던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환급·체납·징수 등 21개 시스템에 추가로 연계하여 부서간 위험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더욱 향상하였다.
그리고 위험관리 프로세스인 정보수집, 위험인식, 분석 및 평가, 선별 및 조치, 환류 등의 위험관
리 과정에 대한 업무별 상이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시스템화하여 위험관리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위험관리프로세스를 정립하여 WCO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위험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림 103. 시스템구축 착수보고회 화보]

[그림 104. 언론 보도자료 화보]

둘째, 청 전직원이 각종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부서(위험관리센테)에서 평가·분석하여 통
관·조사 등 업무국에서 활용한 후 피드백하는 전청적 위험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82) C/S(Cargo Selectivity), R/S(Review Selectivity), D/S(Drawback Selectivity), APIS(Advanced Passenger Info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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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9. 전청적 위험관리 업무프로세스]
중점관리 ■위험관리센터
연관정보 ·주간 위험정보생산
·업무국-타겟정보 제공
수집

[표 280. 고위험군 관리 프로세스]
참고용
분석담당자

정보수집평가

·실적 평가 및 재반영

중점관리
대상지정

■업무국

타겟팅

중점관리 ·전략적 기능
정보제공 ·일선세관-타겟팅 정보제공

협의회

위험분석
요소

No

리지

분석담당자

조치
활용
결과
제공

No

마일
위험유형 YES 평가 가치
(업무국) 높음 리지
등록
부여

·위험유형 생성

운영

■일선세관

업무국
세관

센터

시뮬 YES 평가 YES 시뮬레이
레이션
(업무국) 마일 션수행

No

중점관리 ·위험유형 활용
정보활용 ·선별·심사·조사

참고용

·사후관리
피드백

활용
평가

가치 낮음

센터

참고용

또한, 전청자원의 통합위험관리 운영방안, 위험관련정보의 통합관리, 분야별 중점관리 고위험군
선정 등 통합위험관리 운영 상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통합위험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통합위험관리 협의회에서는 관세청의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분
야에 집중하기 위해 밀수·부정수입 등 상·하반기별로 중점관리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관리부서 및
정보분석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81. 중점관리 고위험군 현황]
구분

고위험군

'11년 상반기

밀수입, 마약류, 관세포탈, 부정수입, 상표권침해, 불법지급, 원산지위반

'11년 하반기

밀수입, 마약류, 관세포탈, 부정수입, 상표권침해, 원산지위반

'12년 상반기

밀수입, 마약류, 관세포탈, 부정수입, 상표권침해, 불법지급, 원산지위반,
F TA 등 원산지특혜 위반

한편, 통관·조사·심사·감시업무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련된 적발실적·수출입업체 특이동향
등 각종 정보자료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활용실적 등 소속부서의 처리내역 관리 등 효율적인 통합위
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일선세관에 정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82. 정보관 및 정보분석관 지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정보관

190

193

210

218

정보분석관

-

-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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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합위험관리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관련부서의 역할 등 통합위험관리운영을 위한 시행세
칙을 제정('11.4월) 운영하고 있다.
셋째, 내부적으로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체계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우수작 27편을 선정하는 등 위험관리 기법을 발굴 및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
으며,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서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분석 능력 강화 필요에 따라 정보분석활용능력 자격증제를 도입('12.5월)하여 현재 13명
의 전문가를 배출하였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필수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위험관리체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05.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화보]

[그림 106. 정보분석 경진대회 결과 보도자료]

또한 세계최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PASS)으로의 정착 등을 위한 대외활동도 강화하였
다. WCO 위험관리전략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소개하였고('11.3월),
WCO 전세계 회원국이 공동 활용하는 ‘WCO 위험관리 편람’ 제작에도 참여('11.1월)하였으며, 에콰
도르·페루 등 개도국 직원에 대해 우리청 통합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교육(3회)하고 호주·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에 소개하였다.

(5) 주요성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청적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직원별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험정보를 모두 수집·활용할 수 있는 통로(통합위험관리시스템+업무프
로세스)를 개발하여 각 부서별로 단절될 수 있는 위험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서간 이기주의를 극
복하여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범죄수법 등 관세행정상 위험에 대해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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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원 개개인의 단편적 정보입수에 의한 위험관리방식을 전직원이 공동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수출·화물 등 관세행정 전반의 실적에 대해 이상치를 분석하여 전략정보를 생산 및 관련부
서에 전파하고, 프로파일별 위험요소·위험유형을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정보를 인
식·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존 경험·정보만을 이용한 단편적 위험선별 기준생성 방식에
서 각종 위험정보를 토대로 생산한 위험요소를 조합한 복합위험요소를 활용한 과학적 위험 선별방식
(EDA)을 도입하여 FTA 확대 등 국내외적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적시 대처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2012년 9월말 현재 8,053건의 일반정보와 청·차
장 보고 전략정보 278건을 생산하여 67건의 전청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밀수·부정수입 등 3,937
억 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83. 전략정보·수시전파 및 위험요소 현황]
위험요소
2010년

121개

전략정보
122건

수시전파
980건

2011년

250개

97건

1,023건

2012년 9월

385개

59건

481건

[표 284. 추징 등 적발실적]
(단위:억원)
2,500

2,130
1,718

2,000
1,500
1,000
500
-

107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또한 EDA 방식 적용 선박일제검사, 수입물품 검사선별 등 관세행정 17개 위험선별 분야에 적용하
여 수입선별 적발률은 24%(평균 13%), 선박선별 적발률은 40%(평균 3%)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WCO 표준으로 추진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였다. WCO의 위험관
리 표준인 위험인식 → 분석 → 적용 → 환류하는 프레임을 선도하여 WCO 전세계 회원국이 공동 활
용하는 ‘WCO 위험관리 편람’에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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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언론 보도자료]

[그림 108. WCO 위험편람 등재 자료]

다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관세청은 통관(수출입신고)·심사(보정·환급심사)·조사·감시(화물
신고·여행자·선박검사) 등 기능별로 각자 위험선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의 통합이
용이하지 않아 업무분야별 개별적 위험관리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 및 전담조직 부재로 인한 체계화된
전략적 위험관리 운영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편이다.
또한 위험관리 조직에 대한 관리자들의 지속적 관심 부족, 성급한 성과 기대 및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해외 선진국과 같은 완전한 위험관리체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6) 향후과제
조직측면에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본청 통합위험관리센터는 정보기획과 내의 계(係)단
위 조직으로서 시스템 개발 및 정보지원 역할 외에 위험관리 총괄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력측면에서도 세관 소속의 정보관 및 정보분석관은 심사·조사 등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위
험관리만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청적 위험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표 285. '12. 9월말 현재 관세청 위험관리 전담인력 현황]
정보지원
(총괄)

구분
담당
본청
인원

정보수집

분석·평가

선별(적용)

통합위험관리센터

정보관

정보분석관

업무담당, 분류원

3

24(본청, 직속)

-

8(본청), 5(분류원)

일선

-

194

22

분야별 담당자*

업무

전담

겸임

겸임

분류원만 전담

* 분야별 담당자 : 관세국경종합상황실, (공항)여행자정보분석과, 화물정보분석과, 수출입 통관부서, 보정·환급심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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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은 위험관리 단계별로 각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에 따라 우리청도 업무국과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본청 국에서 운영하는
업무분야별 정보분석 조직을 통합하여 본청 직속의 별도 통합선별센터를 신설하거나, 과단위의 조직
을 신설하여 위험관리 체계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정보분석 기반 강화
(1) 개요
① FTA체결 확대, AEO제도 도입, GSW 구현 등 관세무역환경의 급변에 따라 국경안전 지킴이
와 물류·무역 촉진자로서의 세관 역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② 2003년부터 활용된 관세행정 통합정보시스템(CDW)은 관세행정 위험관리의 필수 기반시스
템으로써 중요성과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CDW 사용자 급증, 데이터 초거대화로 인해 정보
처리가 현저히 지연되어 분석업무 능률저하·사용자 불만을 초래하였다.

③ 이에, 구조진단·성능개선 등을 하였으나 부분적 보완만으로 팽창하는 업무수요를 감당하기
가 곤란하여 FTA, AEO 등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필요하여 급변
하는 관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폭증하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인프라 및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
게 되었다.

(2) 국내외 또는 과거 유사사례
① 우리 청 DW시스템 정보화 정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DW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
내 선진사례로 국세청 DW 시스템(TIMS : 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국세정보관
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 방식 도입의 보안 정책과 자료접근권한의 종합적 관리체계인 통
합권한관리체계 구축 등 향후 우리청에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수립·추진 시 대내외 소통강화
통합정보시스템(CDW)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년 2회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속도개선, 자
료 정합성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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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내용
① 통합정보시스템(CDW) 인프라 강화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활용을 고려하여 서버부하 해소, 2천만건 이상의 거
대 테이블을 기간별로 분리, 향상된 보안기술 도입 및 열람, 반출의 이력 추적 등을 위하여 CDW 고
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H/W, S/W, 디스크 용량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운영환경을 강화하였다.

② 자료 보안 강화
정보분석 시 주로 최근 5년치 자료를 활용함에 착안하여 정보분석용 DW를 별도 구축하여 정보분
석기반을 마련하였고, 사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업무에 맞는 자료접근
권한체계를 재정립하여 자료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정보분석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안등급별 , 업무그룹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 사
용자수 제한 및 업무그룹 재조정 등을 관리하고 있다.

③ CDW 성능 및 데이터 품질 개선
실시간 배치로 인한 극심한 과부하 상태(100배 이상의 응답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건수가 미
미한 테이블을 일배치로 전환(약 58%감소)하고 비효율 악성보고서를 차단하여 시스템 부하 가중요
인을 제거하는 등 시스템 성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여행자, 입항신고, 징수, 목록통관, 수출입통관 등 총 510개 테이블의 자료 취합을 일괄적
재(Batch) 방식에서 실시간 적재(Real-Time)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재시간을 48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정보 분석 환경을 Web 기반으로 전환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09년부터 정보 분석 시 자주 사용되는 주요테이블의 코드항목을 대상으로 데이터 오류 분석·
정비를 추진하여 정제규칙이 정확한 경우에 대해 데이터를 정비한 결과 60.5%의 데이터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어 CDW 사용자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

④ CDW DB장애 대책 수립
비 효용성 DB에 대하여 적재방식을 개선하고 DB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를 감지할 수 있도록
통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다.
* 대상시스템 실시간 점검 → 장애감지·예보 → 장애알림 → SMS발송
* 장애 발생시 업무외 시간에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SMS 통보
*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과 연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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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관세행정 분야별 성과

(5) 주요성과
① 관세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분석 환경 제공으로 위험관리업무의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 정보 분석에 의해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성수기 집중단속, 사회이슈 테마 단속 등 사상
최대실적 적발 ['11년 1,823건, 2조 4,928억 원]
- 북한산 물품 제3국 우회반입 기획조사로 2011년 17건, 491억 원 적발
- 2011년 FTA 원산지세탁 기획분석으로 국산가장수출 54건, 2,725억 원 적발

② 업종별 위험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된 중점 테마를 발굴하여 통관적법성 기획
심사로 세액탈루 및 부정무역을 차단하였다.
- 다국적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이전가격 왜곡 적발(2,167억 원 추징)
- 주요 테마별 원산지표시 기획단속(과징금 17억 원 부과)

③ CDW 데이터 품질개선 결과 정제규칙이 정확한 경우의 60.5%를 개선하였고, 수입통관 주요
테이블의 데이터 오류를 정제한 결과 오류율이 0.3%에서 0.13%로 감소하였다.

[표 286. CDW데이터 품질개선 결과]
적재건수

오류건수

정비건수

개선율

213,588,373

1,801,06 4

1,089,865

60.50%

339,429,805

14,611,945

7,951,895

0.3009%→0.1352%

(6) 향후과제
① 자료 추출 위주의 기존 Tool 한계를 극복하고 기 수행한 정보분석 업무를 토대로 충분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CDW의 분석기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추진할 것이다.

②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는 CDW 특징을 고려하여 수준별, 업무별 예제 중심의 교육 등 교육 수
요자를 충족시키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CDW교육을 개선할 것이다.

③ 관세행정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CDW 인프라 확충, 정보
분석기능 강화 등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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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성과
(1) 선제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각 부서별로 단절될 수 있는 위험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서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지능화·조
직화 되어가는 범죄수법 등 관세행정상 위험에 대해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세행
정 전반에 대한 전청적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차장 보고 전략정보 212
건을 생산 → 54건의 전청적 대책 수립 → 밀수·부정수입 등 1,807억 원을 적발하였다.
또한 EDA 방식 적용 선박일제검사, 수입물품 검사선별 등 관세행정 17개 위험선별 분야에 적용하
여 수입선별 적발률은 24%(평균 13%), 선박선별 적발률은 40%(평균 3%)로 향상되었다.

(2) WCO 위험관리 표준 선도
WCO의 위험관리 표준인 위험인식 → 분석 → 적용 → 환류하는 프레임을 선도하여 WCO 전세계
회원국이 공동 활용하는 ‘WCO 위험관리 편람’에 우수사례로 채택되는('11.6월) 등 통합위험관리시
스템을 WCO 표준으로 추진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였다.

(3) 정보분석 기반 강화
관세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분석 환경 제공으로 위험관리업무의 적발률 향상을 통해 2011년에
만 해도 정보분석으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성수기 집중단속, 사회이슈 테마 단속 등을 실시하
여 1,823건, 2조 4,928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으며,
종별 위험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된 중점 테마를 발굴하여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로 2,167억 원을 추징함으로써 부정무역 차단에 기여하였다.

5. 향후과제
관세청에서는 세계적 위험관리 추세에 맞춰 국경관리기관간 위험정보 공유방안 마련 및 국가타겟팅
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 "NTC") 구축 등을 통해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에 있다.
먼저 조직측면에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본청 통합위험관리센터는 정보기획과 내의 계
(係)단위 조직을 본청 직속의 별도 통합선별센터를 신설하거나, 과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위험관리
체계를 확대·운영하고, 인력측면에서도 위험관리만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확
보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 추출 위주의 기존 Tool 한계를 극복하고 기 수행한 정보분석 업무를 토대로 충분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CDW의 분석기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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