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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 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
하여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
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은 ① 한∙중∙일 AEO 모두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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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대상범위는 한국이 가장 포괄적 ③ 평가요건은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비교적 유사 ④ 한국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
음 ⑤ 한국은 도입시기가 늦은 것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 ⑥ 공인 절차는
모두 미국 CBP안을 채택 ⑦ 한∙중∙일 3국의 상호인정정책 유사(거대경제권과의 협정
우선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AEO 상호인정의 정책
적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통관정보화 관련 지역표준화 등을 통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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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ㆍ나승권ㆍ노유연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
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는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
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요건을 강화하고 검사
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가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
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 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AEO 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
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ㆍ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ㆍ중ㆍ일 AEO 공히 보안 중심의 프로그
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 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ㆍ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
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
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
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비
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 여부와 관계없
이 적용되는 특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절차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
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
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ㆍ중ㆍ일 3국 간 상
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
게 조정ㆍ합의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 간 상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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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이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 간 정기
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
어지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
협의체 하에서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 문제점의 보완 여부 등을 중
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
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단순히 한ㆍ중ㆍ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
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
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
탕으로 다수의 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
관정보화 및 AEO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 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
는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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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WTO 출범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대
폭 완화됨에 따라 전 세계 교역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원활
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상이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규
제와 이에 따른 복잡한 통관절차 환경이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
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통관절차 상 무역
장벽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시간적ㆍ금전적 비용부담을 가
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Banomyong, Cook, and Kent(2008)1)는 통관
지체로 인한 비용은 거래물품 실제 가치의 5~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

1) Banamyong, R., P. Cook and P. Kent(2008),“Formulating Regional Logistics Development
Policy: The Case of ASEAN,”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Research and Application,
11(5), pp. 359-379.

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별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및 IT 기술을 활용한 조
치 도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DI형 통관자동
화시스템 구축, Paperless 통관제도의 도입, 인터넷 기반 UNI-PASS 통관시
스템 도입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전산화 수준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벤
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
이자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 역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IT 활용을 통한 통관자동화 구현, 싱글윈도
구축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한편 9ㆍ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3)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
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각국 세관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
는 원활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보안을 강화하여 수출입
공급망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무역안전을 위해 통관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당장 통관
이 지체되고 시간과 인력이 과다소요되어 수출입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반대
로 통관절차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 수출입 물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으나 사회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
문이다.

2) 중국 및 일본의 통관제도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김석민(2007), ｢WTO 무역원활화 논의
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김종성(2008),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Aoyama
(2008),“Perspectives of Customs in the 21st Century: From the Expensces of Japan Customs,”
World Customs Journal, Vol. 2, No. 1 참고.
3) 수출입공급망(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은 수입업자의 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주문품들의
생산, 운송, 통관 그리고 대금결제에 이르는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며,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수출(입)국 세관, 운송업자, 포워더, 공항, 항만, 터미
널 운영업자, 창고업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관계 당사자가 개입하게 된다(Hellqvist(2003),“Trade
Facilitation from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SWEPRO; McElman(2003),“Trade Corridor
Transparency and Security,”The Innovation Journal, Vol. 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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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2006년 6월 SAFE Framework을 채택하고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
에서 일정 기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
을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관리함으로써 세
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프
로그램으로 정의되고 있다.4)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① AEO 제도가
수출입공급망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② 민관, 즉 세관과 무역
업계 간의 협력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먼저 AEO 제도는 세관을
중축으로 해서 운영되지만, 수출입 프로세스의 어느 특정 부문만을 선택ㆍ보
호하여 무역흐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 지점부터
최종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
괄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관과 무역업계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는 수출입공급망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노력, 특히 세관의 노력만
으로는 어렵고 공급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무역업계와의 유기적 협력
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5)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교역국가는 자
국 실정에 맞는 AEO 제도를 속속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인 국가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7개국이 AEO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4) WCO(2007b. 6), SAFE Framework; EU(2009), AEO Guideline.
5) 송선욱(2008),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향｣,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pp. 1~27.
6) 김윤지(2009), ｢AEO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Spot Issue, Vol. 2009-11, 한국수
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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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을 세관 간 상
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즉 개별 국가 간 AEO 제도를 서
로 상호인정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도 하에서 인증받은 수출업체가
상호인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국내 차원의 AEO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립된다고 해도 국가 간 상호인
정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를 수출입요
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
하면서 오히려 무역원활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WCO SAFE
Framework에서도 AEO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차원의 AEO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7)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AEO 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체결된 상호
인정협정은 미국ㆍ뉴질랜드, 미국ㆍ캐나다, 미국ㆍ요르단, 미국ㆍ일본, 일본ㆍ
뉴질랜드, EUㆍ노르웨이, EUㆍ스위스 등 7개이며, 일본ㆍEU, 일본ㆍ싱가포
르, 중국ㆍEU, 중국ㆍ미국 등 다수의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3국 모두 WCO Framework 내용을 각국
의 관세법에 반영한 후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9월에 개최
된 제3차 한ㆍ중ㆍ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
진이 제기되었다. 회의 이후 3국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에 우선적으로 협
의해야 할 분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 워킹그룹이 구성되었고, 현재

7) WCO(2007b. 6),“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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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상호간 매우 밀접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의 공식 추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국 간 AEO 상
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래 한ㆍ중ㆍ일 3국 간 역내 교역비중은 1995년 18.6%에서
2008년 21.7%로 증가하였고,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치하는 교역
순위도 매우 높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은 중국이고, 일본
은 제3위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의 경우 일본, 한국이 미국에 이어 각각 제2
위 및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제1의 교역대상국은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그림 1-1.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교역비중 추이(1995~2008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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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2009)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1-1. 한ㆍ중ㆍ일 각국의 상호교역대상국 순위(2008년) ❚
한국
한국
중국

제3위

일본

제3위

중국

일본

미국

제1위

제3위

제2위

제2위

제1위

제1위

제2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2009),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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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기업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반제품을 수출하여
중국 등의 현지법인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산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기업이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산업연
구원(2008)8)에 따르면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를 살펴본 결과 일본
에 비해 현지매입보다는 모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9) 이러한 특성을 볼 때 AEO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실제 한
국기업에 미치는 통관 상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ㆍ중ㆍ일 3국 간 FTA 체결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3국 간
교역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베이징
에서 개최된 제2차 한ㆍ중ㆍ일 별도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ㆍ중ㆍ일
FTA 민간공동연구10)를 한ㆍ중ㆍ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
였고, 2010년 5월 제1차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서울에서 개
최되었고, 오는 9월 제2차 공동연구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ㆍ중ㆍ
일 FTA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에 따른 교역 확대 이외에
도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성의 증대로 인한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11)
이렇듯 한ㆍ중ㆍ일 3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교역의
존도 및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은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무역안전 보장은 물론 상대국에서 검사축소,
신속통관, 절차간소 등의 무역원활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8) 산업연구원(2008), ｢우리기업의 기업 내 무역 현황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5호.
9) 2006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외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모국 수입비중이
약 46.4%인 반면, 일본은 32.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한ㆍ중ㆍ일 FTA 민간 공동연구는 2003~09년 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발전연
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아시아경제연
구소(JETRO-IDE)가 일본의 새로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1) 송원근(2010)은 그동안 한ㆍ중ㆍ일 3국 간 교역증대는 수직적 생산네트워크에 근거한 부품ㆍ소재 중
심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로 획기적인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 확대 이외에도 교역의 다양화에 따른 이득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한ㆍ중ㆍ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KERI Zoom-In, 10-20,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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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최근 무역안전 강화 및 원활화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
로 도입되고 있는 AEO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중ㆍ일 3국간 AEO 제도 상호인
정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일반인에게 아
직까지 생소할 수 있는 AEO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관세청장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ㆍ
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최근 무역흐름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문별로 상당수 등장하고 있지만, AEO는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 만
큼 깊이 있는 관련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무
역에서 AEO 제도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3국이 각각 도입ㆍ운
영 중에 있는 AEO 제도에 중점을 두어 3국 간 세관협력방안을 살펴본다는
데 차별성을 갖는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고 이들에 비해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안재진(2007),12) 안재진(2008a),13) 이기회(2008),14) Laden(2007)15) 등

12) 안재진(2007), ｢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제도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13) 안재진(2008a), ｢일본의 AEO 제도 추진 시사점과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관
세학회지, 제9권, 제1호.
14) 이기회(2008),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물류보안 인증기준의 수립 방향｣.
15) Laden(2007),“The Genesis of the US C-TPAT Program: Lesson Learned and Earned by the
Government and Trade,”World Customs Journal, Vol. 1, No, 2.

15

제1장 서론 │

은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AEO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각국의 AEO 제도 도입배경, 운영 현황, 인증기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상호인정협정 추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송선욱(2008)16)은 EU와 호주가 AEO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
에 실시한 Pilot 프로젝트의 성과 및 AEO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인 IBM
의 경험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AEO 제도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Pilot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제
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
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행령 및 고시가 마련되기 전 몇몇 기업을 대상으
로 Pilot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안재진(2008b)은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
한 국내연구이다. 이 연구는 먼저 WCO 및 미국, 뉴질랜드, EU 등 주요국
의 AEO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국가들 간 상호인정 추진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AEO 제도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시범운영
(pilot project)을 통한 글로벌 기준 적용, 물류보안심사전문가 양성 등 AEO
제도 마련 시 고려사항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대상국 선정 및 단계적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
나 안재진(2008b)은 우리나라 AEO 제도가 정식출범하기 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 및 AEO 제도 도입 후 우리나
라의 입장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본 연
구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AEO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ㆍ중ㆍ일 3국 간

16) 송선욱(2008),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향｣,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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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지 않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AEO 제도를 각
각 검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 중국, 일본의 AEO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호비교하고 있다는 데 차이점을 갖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에 비로소
관련 시행령 및 고시가 마련되었고, 중국의 AEO에 관한 연구는 현 시점에
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부가가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차별점은 현시점에서 한ㆍ중ㆍ일 3국이 운영 중인 AEO
에 대한 비교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방
안을 제시한다는 점에도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AEO 상호인
정협정 체결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표준화된 모델 및 전략이 부재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장별 구성 및 각 장별로 사용하게 될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WCO의 SAFE Framework 및 미국, EU 등
주요국의 AEO 제도 관련 공식 문건 및 기존 연구를 토대로 AEO 제도의
현황 및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한다.
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각각의 AEO 제도를 상호비교한다. 먼저 각국
의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AEO 제도의 AEO 인증대상기업, 인증
요건 및 절차,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비교한다. 그리고 국가별 AEO 상호
인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공식문건을 수
집하는데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의 세관 담당자 및 관련 업체를
면담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과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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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2005년 6월 27일 세계관세기구(WCO)는 국가 간 무역 및 상품이동에서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무역원활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SAFE Framework(th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고 하는 새로운 화물보완의정서(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
는 기존의 개정교토협약17)의 무역원활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9ㆍ11 이후

17) 개정 교토협약(정식 명칭: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은 1973년 교토총
회에서 채택된 협약을 1999년 개정하고, 2006년 2월 3일 발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규범이다.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이 협약의 일반 부속서 3장 및 6장에는 세관으

세관환경 보완의 필요성을 반영한 통합공급망 관리지침18)을 근거로 하고 있다.
SAFE Framework는 ① 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 간의 사전화물정보(advance
cargo information) 요구사항 통일, ② 일관된 위험관리기법 적용, ③ 수입
국의 요청에 따른 수출화물 검사, ④ 인증된 업체는 신속통관 등 세관이 제
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도입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세관 간 네트워크(Pillar 1) 및 세관과 기업 간
파트너십(Pillar 2) 구축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중 세관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과 관련하여 교역안
전 측면에서 세관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무역공급망 주체들을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인증하여 서류제출 및 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SAFE Framework에서 규정하는 AEO 인정 대상자는 수출입업자, 관세
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ㆍ항공사, 부두운영인, 포워더 등 모든 무역공급
망 당사자이며, 인증기준으로 시설보안, 인원보안, 운송보안, 직원교육, 서류
관리시스템 등으로 1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세부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신속한 화물반출, 검사비율 축
소, 고급정보 접근 허용, 무역두절 및 위험고조 시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부
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WCO 회원국 중 157개국
이 SAFE Framework를 이행한다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였다.

로부터 공인받은 자(Authorized Person)에 대한 특별한 혜택 부여, 세관과 무역업계와의 협력강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8) 2002년 6월 WCO에서 채택한 통합공급망관리지침은 세관 및 기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
구성, 개정 교토협약 및 이행지침을 토대로 통합공급망 관리(ISCM)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향후
AEO 제도의 기반이 된 안전한 경제운영인(Secure Economic Operator), 공인무역업자(Authorized
Trader), 공인 수출입 공급망(Authorized Supply Chain)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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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WCO SAFE Framework의 AEO 보안 기준 및 혜택 ❚
구분
세관법규 준수
상업기록
관리시스템

주요 내용
일정 기간 국내 법령의 위반 여부
수출입화물 심사가 가능한 기록시스템 유지
세관의 접근 허용 및 통제 시스템 보유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을 위한 정보기술 보안조치 도입

재정건전성

AEO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보유

자문, 협력 및

개별적 또는 협회를 통해 세관과 정보 공유

의사소통

의심화물 서류에 대한 적절한 세관 통보절차 마련

교육 및 훈련

직원 및 필요 시 거래파트너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당사자 간 전자데이터 교환의 완전 및 적기 이행 추구

정보교환, 접근

상업/화물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교환의 전면적 시행 촉구

및 비밀보장

전자문서 교환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이용
정보 변경 및 오류 예방, 적하목록의 정확성 확보
ISO 표준에 따른 컨테이너 봉인 이용 및 교부자 지정

보안
기준

화물보안

운송기기 검사절차 마련
화물 및 운송수단 관리 및 통제, 반출절차 마련
운송 및 하역 보안절차 마련

운송보안

운송기기 보안규정 마련, 운송인 보안훈련
불법침입방지재료로 건물 건축

건물보안

내․외부 창문․출입구 등 잠금장치 설치
출입구 등에 조명 설치 및 인원 배치, 미승인자 및 차량 통제절차 마련
보안 및 관세 관련 범죄행위 조사

직원보안

방문자 사진부착 신분증으로 확인
퇴직자의 신분증 회수 및 작업장과 정보시스템 접근 차단

상대파트너보안

보안이행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

위험관리/복구

비상사태 및 테러에 따른 복구절차 서류화

평가ㆍ분석ㆍ개선 자체평가절차 서류화 및 정기적 이행, feedback
혜택 인증 및 검증

신속한 화물 반출, 검사비율 축소
고급정보 접근 허용, 무역두절 및 위협고조 시 특별조치

자료: WCO(2007b. 6),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pp. 37-47.

각국은 자국의 무역, 경제 등 환경에 따라 수출과 수입 부문, 공급망 당사
자, 원활화와 안전 분야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한 AEO 제도를 운영 중에 있
다. [표 2-2]는 2009년 8월 현재 AEO 도입국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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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반테러 민관협력프로그램(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2002년 4월 가장 먼저 시행한 이래, EU(27개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또한 페루, 칠레, 멕시코, 필리핀, 태국, 홍콩, 호주, 인도, 이스라엘, 세
르비아, 캄보디아, 부탄, 미얀마, 산마리노, 안도라 등 점차 많은 국가가 AEO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
미국의 C-TPAT 프로그램은 사실상 WCO AEO 제도의 근간이 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EU를 포함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류보안 표준으로 확
산되었다. 따라서 미국, EU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그 내용 상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국제적인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
이에 다음 절에서는 미국, EU의 AEO 제도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 표 2-2. AEO 도입국가 현황(2009년 8월 현재) ❚
국가
프로그램 명칭
미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ms)
뉴질랜드
SES(Secure Export Sechem)
요르단
Golden List Program
말레이시아
Custom Golden Client
아르헨티나
SAOC(Customs System of Reliable Operators)
인도네시아
MITA
몽골
AEO
일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EU
AEO
중국
CACC(Cutoms Administration Classified Companies)
캐나다
PIP(Partnership in Protection)
싱가포르
STP(Secure Trade Partnership)/STP-Plus
마케도니아
AEO
노르웨이
AEO
스위스
AEO
기타
터키, 모로코, 이집트, 케냐: AEO
자료: 관세청(2009d).

시행시기
2002. 4
2004
2005. 8
2006
2006
2007
2007. 4
2007. 10
2008. 1
2008. 4
2008. 6
2008. 10
2009. 1
2009. 3
2009. 7
최근

19) 관세청(2009d),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20) 안재진(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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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9ㆍ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은 무역업계와 CBP가 협력하여 해외판매자로부터 미국의 국경에 이르는 전
체 공급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국경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적법한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흐름을 촉진하게 하는 조치로 C-TPAT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21) 2002년 4월 시작된 C-TPAT 프로그램은 법적 근
거 없이 민관협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6년 10월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이 제정되면서 법
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22)
C-TPA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적용대상기업은 미국의 수입
업자(Importers), 해상운송업자(Sea Carrier), 항공운송업자(Air Carrier), 철
도운송업자(Rail Carrier), 고속도로운송업자(US/Canada and US/Mexico
Highway Carriers), 항만운영당국과 터미널운영업자(Marine Port Authority
and Terminal Operators), 멕시코 지역에 있는 장거리운송업자(Haul Carrier
in Mexico), 통관대리업자(Customs Brokers), 외국 제조업자(Foreign
Manufacturers), 제3자 물류업자(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s) 등이다.
C-TPAT는 위의 공급망 당사자들이 각각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별 특성에 따라 보안기준이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3]은 해외 제조
업자를 위한 보안기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03),“Performance and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3,”
p. 18.
22) SAFE PORT ACT 제217조는 C-TPAT 참가자격 박탈, 중단 수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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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C-TPAT의 외국 제조업자를 위한 보안기준 ❚
기준 항목

내용
운송업체, 기타 제조업체, 제품 공급업체 및 납품업체(부품과 원료 공급업체 등)

사업파트너에

등과 같은 사업파트너 선정 시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을 검증 가능한 문서로 마련

대한 요구조건 협력업체들이 원산지, 조립 또는 제조 지점에서 선적 화물의 보안을 위해
C-TPAT 보안기준에 일치하는 보안 과정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

컨테이너 및

미국항에 선적된 모든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는 최고 보안인증에 해당하는 PAS

트레일러 안전 ISO 17712 표준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정도의 보안요건 마련
물리적 출입

시설에 대한 무단진입 방지, 피고용인 및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 유지 등

통제

회사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 마련
고용 예정자 대한 선별절차 및 기존 고용인에 대한 주기적 검사절차 마련
- 채용 전 고용인의 직장경력 및 참조인 정보 확인

인적안전

- 고용된 직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재조사 수행
- 해고 및 퇴직 사원의 신분증 제거 절차,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배제

절차 등 마련
절차상 안전
물리적 보안

공급망에서 화물의 운송, 처리, 보관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는 절차 마련
해외에 위치한 화물 취급 및 보관 시설에는 무단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물리적
장벽 및 방해물 마련
무권한의 접근 또는 조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의 무결성

정보기술 보안 유지
- 자동화된 시스템의 password 주기적 변경, IT 보안정책, 절차 및 표준 마련

보안직원은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위협을 인식하기 위한 ‘위협인식프로그램’을
보안교육 및
위협 인지도

공급망 각 지점에서 확립하고 유지
- 직원들은 상황을 전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절차 숙지
- 우편물 수취 및 개봉, 물품의 선적 및 수취 부문에 대한 추가적 훈련 제공
- 위의 훈련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마련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06. 8), “C-TPAT Foreign Manufacturer Security Criteria.”

C-TPAT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신청인에 대해 미리 제시된 당사자별
최소 보완기준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와 검증 과정을 통
해 3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즉 C-TPAT 인증 시(Tier 1), 검증 통과 시
(Tier 2), 모범사례 충족 시(Tier 3)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진
행될수록 부여되는 혜택의 범위가 [표 2-4]와 같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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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C-TPAT의 단계별 혜택 ❚
단계
Tier 1

혜택내용
화물 검사 횟수 축소

Tier 2

1단계 혜택 외에 화물 우선검사 부여

Tier 3

미국 수출화물의 무검사 통관 혜택 부여 및 화물 신속처리 보장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06. 8), “C-TPAT Foreign Manufacturer Security Criteria.”

2009년 5월 현재 C-TPAT에 공인된 수입업체는 4,280개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를 포함한 전체 공인업체는
9,272개로 집계되고 있다.

다. EU의 AEO 제도
9ㆍ11 테러 이후 런던, 마드리드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으로 유럽
연합(EU)도 예외없이 수출입공급망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AEO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도입과정을 보면, 먼저 2005년
4월 AEO 개념을 도입하는 EU의 공동체관세규약(CCC: Community Customs
Code)의 개정안(Regulation(EC) 648/2005)23)이 공식의견(Official Journal)
으로 채택되었고, 2006년 1월에서 7월까지 파일럿(Pilot)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 이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해 10월 23일 AEO 제도 이행에 대한 세부 법
규규정(Regulation(EC) 1875/2006)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AEO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AEO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마련되
었고, 이후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EU AEO 프로그램은 WCO SAFE Framework의 기본을 잘 수용한 것

23) 정식 명칭은 Regulation(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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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공인등급은 없으나 원활화(facilitation)와 안전(security)
부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C-TPAT와는 차별적으로 EU의 AEO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EU의 AEO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해 세관의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수출부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24) AEO 자격조건은 기업정보, 법규
및 기업 준수도, 기업의 회계 및 물류 시스템, 재정 건정성, 보완 및 안전표
❚ 표 2-5. EU AEO의 자격조건 ❚
대분류

소분류
기업의 규모
기업정보
세관 관련 통계
세관 관련 법규 준수도
법규 및 기업 준수도
기밀정보(Intelligence Information)
감사추적법
회계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물품의 흐름
기업의 회계 및 물류 시스템
세관절차(Customs routines)
대체 및 회복 방안, 대비책 등에 관한 절차
정보보안-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상태
정보보안- 자료 보안
재정 건정성
지급 불능 여부
AEO 신청인 자기평가
물리적 통제
화물단위(cargo unit)
물류 관련 절차
비재정 관련 요청사항
입고관리
보안 및 안전 표준
재고관리
생산품관리
화물적재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요구사항
직원 보안
외부서비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TAXUD/2006/1450.

24) AEO 대상자는 운송인(Carrier), 수출업자(Exporter), 운송주선업(Freight Forwarder), 창고운영인
(Warehouse Keeper), 통관대리인(Customs Agent), 수입업자(Importer), 제조업자(Manufacturer),
관련 중소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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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은 몇 개의 하위부문으로 구분된다.
AEO로 인증된 운영인에게는 물리적 및 서류기반 통제의 면제(Fewer
physical and document-based controls), 세관의 통제절차를 위해 선별된 경우
우선처리(Priory treatment of consignments if selected for control), 통제절
차 처리 시 특정한 장소 요청 가능(Choice of the place of controls), 세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손쉬운 허가(Easier admittance to customs simplifications),
약식 신고를 위한 데이터 자료의 감소(Reduced data set for summary
declarations), 사전통지가능(Prior Notification), 간접적인 혜택(Indirect benefits),25)
세관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Improved relations with Customs), 안전하고 경
제운영인으로 인정(Recognized as a secure and safe business partner), 공동
체 국가 간은 물론 국제무역에서의 상호인정(Mututal Recognition)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9년 5월 기준 공인업체 수는 총 1만 474개이며, 안전은 17%, 원활화
는 3%, 안전 및 원활화는 80%로 구성되어 있다.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AEO 제도는 WCO Framework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Framework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
국의 실정에 맞게 AEO를 도입하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
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 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AEO 제도

25) 간접적인 혜택으로는 도난 및 손실의 감소, 선적 지연의 감소, 경제적 계획 개선, 고객충성도 개선,
직원들의 소속감 개선, 보안 및 안전 사고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범죄 및 난
폭 행위 감소, 직원들의 인식을 통한 문제 감소, 공급망 파트너와의 보안 및 의사소통 개선 등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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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국 세관 간에 시행 중
인 AEO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Mutur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WCO SAFE Framework에서도 각국에서 도입한 AEO 제도에 대해서
세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
며, 국가 간 AEO MRA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SAFE
Framework에서는 MRA를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해 취해진 행동이나 결정
또는 적절하게 승인된 인증이 다른 관세당국에 의해 인식되거나 수락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 절차와 결과
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한 국가의 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WCO에서 규정하고 상호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첫째, 세관 및 AEO 공인업체를 위한 명확한 행동(action)을
포함하는 합의된 표준이 있어야 하며, 둘째, 하나의 세관당국이 상대국 세관
당국의 인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동일한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만
일 인증을 수행하는 세관당국이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ss)를 기타 지정
된 당국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당국을 위한 메커니즘 및 표준을 준수
해야 하며, 넷째, 상호인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
다.26)
AEO의 국가 간 상호인정은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WCO에서는
‘단계적 접근(Phase approach)’를 권장한다.27) 즉 상호인정협정 추진절차는

26) WCO(2007b),“SAFE Framework of Standards.”
27) 그러나 세관 간 AEO의 상호인정은 결국 개별 세관당국 간 신뢰와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상호인정을 위한 인증 및 검증 절차, 인증의 결정은 모두 개별 WCO 회원국의 권한 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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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책과 사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미국(CBP)의 기준
에 준하여 1단계 양국 간 AEO 공인기준 비교, 2단계 상호방문 합동 공인
실사, 3단계 혜택 및 공인업체 정보 공유 등 운영절차 논의, 4단계 양국 최
고책임자 서명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표 2-6 참고). WCO는 회원국 간에
AEO의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 간,
지역 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AEO 상호인정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8)

❚ 표 2-6. 상호인정협정 추진절차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내용
공인기준 상호비교(side-by-side comparison)
- 양국의 세부기준을 1:1 방식으로 비교
- must, should 등 문구까지 세밀하게 비교
상호방문 합동 실사(Joint Validation Visit)
- 공인업체를 방문 공인심사 적정성 점검
- 상대국 현장심사 참관형태로 진행
상호인정 운영절차 논의(Operational Process)
- 특혜 부여, 정보교환방법 등 추가 논의
- 실질적 혜택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
최고정책결정자 서명(signing)
- AEO 상호인정협정문 작성
- 상호인정 서명(세관당국 간) 및 발표

자료: 관세청(2009d).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9월 현재 체결된 상호인정협정은 미국-캐
나다, 미국ㆍ뉴질랜드, 미국ㆍ요르단, 미국ㆍ일본, 일본ㆍ뉴질랜드, EUㆍ노르
웨이, EUㆍ스위스 등 7개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호인정협정 추진 논의
는 미국ㆍEU, 미국ㆍ싱가포르, 미국ㆍ중국, EUㆍ일본, 일본ㆍ중국, EUㆍ중
국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28) WCO(2007a),“Mutual Recognition- Lesson from the New Zealand Customs Service,”Report
of SAFE Working Group, Policy Commission 58th Session,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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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주요 국가별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 ❚

MRA 체결 및 발효
협상 중
우리나라 협상추진

북미
유럽

캐나다

아시아

EU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요르단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체결 완료

ㆍ미국 ↔ 캐나다, 미국 ↔ 뉴질랜드, 미국 ↔ 요르단, 미국 ↔ 일본
ㆍ일본 ↔ 뉴질랜드 ㆍEU ↔ 노르웨이, EU ↔ 스위스

자료: 관세청(2009d).

한편 최근에는 APEC 차원에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
다. 싱가포르 주도로 6개 국가 간 테러 등으로 인한 교역 단절을 재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Trade Recovery Programme)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4
월까지 진행되었는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APEC Trade Recovery Programme
Study Program)에서 각 회원국의 AEO 제도 도입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한 효과 극대화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
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WCO SAFE Framework에
기반한 AEO를 도입하고 회원국 간 상호인정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약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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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한ㆍ중ㆍ일의 경우 3국 모두 WCO Framework 내용을 각국의 관세법에
반영한 후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제기되었다. 2009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관
세청장회의 결과, 3국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에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분야와 과제를 논의하는 예비 워킹그룹 구성이 제안된 상황이다. 한ㆍ중ㆍ일
3국 간 역내 교역량, FTA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3국 간 AEO 상호
인정 체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현재 도입ㆍ운
영하고 있는 AEO 제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제도의 주요 내
용을 AEO 인증대상기업, 인증 요건 및 절차,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구
분하여 상호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3국 각각의 AEO 상호인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파악하도록 한다.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AEO 제도 도입추이에 따라 2009년 4월 15일
정식적으로 AEO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과정을 보면, 먼저
2007년 12월 관세법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적 제도를 마련하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시
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및 3을 신설하여 AEO 제도의 이행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4월 15일 ｢종
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AEO 고시)를 제정하
고 공인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29)
❚ 표 3-1. 우리나라의 AEO제도 추진 경과 ❚
날짜
2007. 12
2008. 9 ~ 2009. 3
2009. 2
2009. 4. 15

추진 경과
관세법 제255조 2 신설(AEO 시행 근거 마련)
AEO 시범사업 실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및 3 신설(AEO 이행방안 마련)
종합 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

자료: 관세청(2009d).

2010년 2월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18개 업체로 삼성전자, 코
오롱유화부문, 고려해운,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두산, 코오롱 등 주요 대기업은 그룹 차
원의 TF팀을 구성하여 AEO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2010년까지

29)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는 AEO 업체의 명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AEO 고시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 제정 상 정비되지 못한 부분
일 뿐 두 가지 용어 모두 AEO 인증업체를 의미하는 동일한 용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AEO의 명칭은 ｢종합인증우수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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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 표 3-2.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현황(2010년 2월 현재) ❚
공인구분

업체명
삼성전자(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주)코오롱유화부문,

수출업체

(주)다산네트웍스, (주)하이닉스반도체, 엘지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주)코오롱유화부문,
수입업체

(주)다산네트웍스, (주)하이닉스반도체, 엘지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두산인프라코어, BMW 코리아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조양국제종합물류(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주)쉥커코리아,
조양국제종합물류(주), (주)하나로티앤에스

보세운송업자

조양국제종합물류(주), (주)하나로티앤에스

보세구역운영인

부산신항만(주), 삼원산업사, (주)하나로티앤에스

선박회사

고려해운(주), 현대상선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2010), www.customs.go.kr.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AEO 제도의 적용대상업체, 공인기준 및 등급, 심사절차, 공인업
체 지정 갱신 및 지정 취소, 국가 간 상호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대상 업체 및 요건
먼저 우리나라의 AEO 제도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
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관세
사 등이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는 업종을 고려하여 적용업체로 고려하고 있
다. AEO 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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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법규준수도는 적용대상업체가 대외무
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와 관련
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를 뜻하는
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인등급에 따라 최저점수(85점) 이상이 되어
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
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 간 상호의사
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경영자의 안전관
리와 법규준수에 대한 확고한 방침, 관세행정업무와 관련된 내부처리절차의
문서화 등의 보유 여부 등을 심사한다.

❚ 표 3-3.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세부요건 ❚
세부요건
CEO 의지

내용
CEO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목표, 경영방침

조직 및 예산

법규 준수 제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관세행정 협력

관세행정 전문가와의 협조체제/관세행정프로그램 참여

문서화

회계, 정보, 물품이동에 대한 문서화를 통한 관리

업무 매뉴얼

통관, 물품 취급 등과 관련한 세관업무 매뉴얼 구비

파트너 협의체제 구축

거래업체와의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기업 내 정보 공유

기업 내 업무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연계성 제고

청렴성

업무청렴성,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 운영

Risk Management

Risk 식별, 분석,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수립

내부통제 정기평가

내부통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취약점 개선

서류보관

수출입물품 및 대금 어음과 관련된 서류 보관(법령 준수)

기업운영시스템 구축

물류 및 회계 시스템 구축, 필요시 세관접근 허용절차 수립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셋째, 재무건전성 기준은 수출업체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공급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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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AEO 기준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하여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고, 수출입화물 및 작업장 등에 대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
화 및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세 등의 체납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써 AEO 공인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표 3-4 참고)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외부신
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어야 한다.

❚ 표 3-4. 재무건정성 기준의 세부요건(기업규모) ❚
업종

규모

수출업체

수출통관 50건 이상/연 평균

수입업체

수출통관 50건 이상/연 평균

관세사

수출입신고 건수 3,000건 이상/연 평균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주선 건수 3,000건 이상/연 평균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1,500건 이상/연 평균

보세구역운영인

보세화물 반입 1,500건 이상/연 평균

선박회사

Master B/L 발급 1만 건 이상

항공사

Master B/L 발급 1만 건 이상

주: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하며, 기간 미충족 시 기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넷째, AEO 공인기준에서 안전관리기준은 주요국과 MRA 체결에 대비하
기 위해 WCO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AEO 제도30)를 벤치마킹하여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
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교육 및 훈련 등 8개 세부분야에서 관
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30) 사실상 미국 C-TPAT 안전관리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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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안전관리 기준의 세부요건 ❚
세부기준
거래업체 관리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교육 및 훈련

내용
AEO 인증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거래업체 관리

거래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운송수단에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및 거래업체들의 준수방안 마련
운송수단에 부축된 봉인의 무결성 유지 의무
직원, 방문자, 차량 등에 대해 작업장 및 물품 접근 통제
소포 및 우편물에 대한 안전관리절차 수립과 이행
직원 채용, 부서이동, 퇴직 등 단계에 따른 검증절차 수립
법규에 따른 Background check
물품 취급절차에 대한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 수립
정보의 정확성과 연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 수립
울타리, 출입구, 창문, 조명, 주차, 잠금장치 등 시설보안
시설보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 체계 수립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절차 수립 및 이행
제3자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정보보호절차의 수립
AEO 기준을 이행하는 내부인식 교육, 훈련프로그램 수립

교육 및 훈련 이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수립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AEO 업체는 범칙, 체납이 없고, 재정건전성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에 대하여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표 3-6]과 같이 세 가지 등급
으로 구분된다.

❚ 표 3-6. AEO 업체의 등급별 기준 ❚
등급

기준

A등급

법규준수도+내부통제 적합성을 통합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AA등급

법규준수도+내부통제 적합성을 통합평가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AA등급

AA등급 충족업체로서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 그리고

법규준수도 제고 관련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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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절차

❚ 그림 3-1. AEO 공인인증 세부절차 ❚
법규 90점
AEO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관세청 AEO심사팀)

연 1회

AA 등급

자체심사

법규 85점

유효기간(3년)만료
6개월 전

A 등급

종합심사

등급조정
A, AA, AAA
(위원회)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AEO 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대상업체가 개별적으로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신청서와 ①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 현황 자
체평가표(법규준수도 제외), ② 수출입관리 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등의 관련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AEO 업체 공인을 위한 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신청업체
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관세청장
은 적용대상업체가 공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 현황이 AEO 업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관세청장은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31)
서류심사 결과 신청인의 수출입관리 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는데, 현장심사 대상업체에는 현장심사를 하기 1개월 전까

31)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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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심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32) 현장심사의 주요 내용은 증거자료, 현장
확인 및 직원면담 등을 통하여 공인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
료가 수출입관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심사 개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사 절
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
한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의33) 심의를 거쳐 AEO 업
체(A 등급 또는 AA 등급)로 공인하고 증서를 교부한다. AAA 등급은 AA
등급의 공인을 획득한 후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
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
였다고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부여받게 된다.
AEO 업체는 공인 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점검 및 종합검
사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AEO 공인업체는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
입관리 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34) 종료 해당연도에 종합심사를 받았거
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자체평가
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탁교육기관, 관세사 등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용대상업체 가운데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장치장
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는 보세사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

32)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
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는 AEO의 공인 및 등급 결정, 등급 조정, 공인유보업체 지정, AEO 공
인의 취소, 그리고 이외에 AEO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34) AEO 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공인을 갱신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 현황 자체평가표와 수출입관리 현황 설명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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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
였다.
둘째, AEO 공인업체는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인기준 이행
실태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A, AA, 또는 AAA 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다. 종합심사의 범위는
AEO 업체 공인기준으로 하되, 특히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
인대상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 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에 대한
법규준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 AEO 업체에 대한 특혜
AEO 공인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의 방향은 우선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서 화물의 흐름을 원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류
제출, 수출입 관련 각종 절차 등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담보한도를 확대하거나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심사를 원칙적으로 면
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AEO 고시｣에서 규정된 혜택 외에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특혜가 개발될 경우 AEO 공인기업에 우선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AEO 업체에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
게 허용하였고,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을 통해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횟수만큼
허용토록 하였다.35)

35) 관세청(2009d).

38│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AEO 고시｣에서는 [표 3-7]과 같이 AEO 공인 신청부문별, 등급별로 차
등하여 적용하는 통관절차 및 납세절차 상의 혜택을 정리하고 있다.
❚ 표 3-7. AEO 공인자를 위한 통관 및 납세 절차 상의 혜택 ❚
적용대상

특례 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A

AA

AAA

○
○

○
○

○
○

20%

30%

50%

×

×

○

×

×

○

×

×

○

×

×

○

×

×

○

○

○

○

10%
제3조 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에 따른 과징금 경감 2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관할지 세관
○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15%

25%

30%

50%

○

○

* 현행 서류 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50%

70%

100%

비율만큼 추가 경감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2조 단서에 따른

50%

70%

100%

50%

70%

100%

○

○

○

○

○

○

업체

법규 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통고 처분,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제외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과태료 경감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 제외
모든 업체 *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
국제공항 입출국 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
국제공항 출국 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 검색
*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
국제공항 입출국 시 CIP 라운지 이용
* 종합인증우수업체 대표자에 한함.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신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심사
* 종합심사부서에서 종합심사 실시 후 자율심사 허용

수출입업체

수출업체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수출신고항목의 화주 자율정정
｢수출용원 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5조 및 제2-2-8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지 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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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계속 ❚
적용대상

특례 기준

업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수출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A

AA

AAA

○

○

○

○

○

○

50%

70%

100%

50%

70%

100%

50%

70%

100%

50%

70%

10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 자율증명
* 성실업체를 자율증명요건으로 하는 FTA에 한함.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제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관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 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
수입업체

｢관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 상 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
｢월별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월별
납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에 따른
사전세액 심사 제외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2조 단서에 따른
월별 보정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 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6-5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30/365 40/365 365/365
65/365 90/365 365/365

○

○

○

○

○

○

○

○

○

○

○

○

○

○

○

50%

70%

100%

○

○

○

×

×

○

×

○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2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 → 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관세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에 따른 제증명서 P/L 발급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 시 이 사무소에 대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잠정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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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계속 ❚
적용대상

특례 기준

업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보세구역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특허
갱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2에 따른 자체
재고조사 후 세관장에게 보고 생략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및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이상의 혜택

보세운송
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4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의 심사 면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2-1조에 따른 세관 관할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 생략

화물운송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주선업자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선사/
항공사
선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른 선박 출무검색 생략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A

AA

AAA

○

○

○

생략

생략

생략

○

○

○

○

○

○

50%

70%

100%

○

○

○

50%

70%

100%

50%

70%

100%

○

○

○

자료: 관세청(2009a),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AEO 제도 도
입이 늦었기 때문에 AEO 제도 시행국들과 MR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AEO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AEO 제도의 적합성, 우리나라와의 무역관
계, FTA 시행 여부, 통관 상 애로 현황, 지역별 거점국가 여부 등을 고려하
여 협상대상국의 우선순위를 선정, MRA를 추진하고 있다.36)

36) 관세청(200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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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현재 미국, 캐나다와 제1단계 공인기준 비교(서류 검토)를 완
료하였고, 2단계 상호 간 현장확인을 통해 공인기준, 심사기법 적정성 등을
확인한 상태이다. 현재 협정문 및 운영절차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2010년 WCO 총회에서 MRA 체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7)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1단계 기준비교를 마무리한 후, 현재 상호합동방문
심사단계에 있는데, 2010년 중으로 MRA 체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및 일본과는 MRA 추진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3국 공동으로 상호인정 협의를 착수한 상태이며, EU, 뉴질랜드 등과는 상호
간 제도연구 중에 있다.

❚ 표 3-8. 우리나라 AEO MRA 추진 현황 ❚
국가

추진 현황
 1단계(기준비교): 마무리

미국, 캐나다

 2단계(상호방문 검증): 2009년 10월, 12월 실시
 3단계(운영절차 협의): 2단계와 동시 실시 중

싱가포르
중국, 일본
EU, 뉴질랜드 등

 1단계(기준비교): 마무리
 2단계(상호방문 검증): 2010년 1월 실시(한국)
 상호인정협상 3국 공동 착수 합의(2009년 8월)
 제도연구 중
 제도연구 중

자료: 관세청(2009d).

한ㆍ중ㆍ일 실무협의의 경우 양자가 아닌 다자간 협상인 만큼 합의에 이
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38) 이에 우리나라는 한ㆍ중 또는 한ㆍ일과 같은
양자 간 MRA를 먼저 체결한 이후 3개국 간 MRA를 추진하는 단계적 방
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관세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38) 한ㆍ중ㆍ일 MRA 전담 관세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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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중국의 AEO 제도는 기본적으로 1991년 3월부터 실시되어온 기업분류관
리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기업분류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수출
입신고 현황, 세관법령 등의 성실준수 여부에 따라 A, B, C, D류의 4등급
으로 분류하여 차등 및 동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수출입 기업
은 최초 세관 등록 시 B류 기업으로 분류되며, 기업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경
영관리능력 및 법령준수 여부 등에 따라 우수기업인 A류로 상향조정되거나
불량기업인 C 또는 D류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중 우량 및 성실 기업으로
분류되는 A류 기업에는 각종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B류 기업에 대하여는 일
상적인 수준의 기업관리를 하는 반면, 불량 및 불성실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C 및 D류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중국세관은 상기 4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 이외에도 2001년부터 관할 구
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과 가장 불성실한 기업을 분류․관리하는 홍색
및 흑색 기업 명단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당해 기업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왔다. 홍색기업은 성실․준법 정신이 투철한 기업 중에서 공상, 세무,
은행 등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하고, 흑색기업은 전년도에 500만
위안 이상의 밀수죄로 처벌을 받거나 1년 내 연속해서 2회 이상 밀수행위로
처벌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하였다. 2007년 8월 말 기준으로 세관이 공표한
홍색 및 흑색 명단기업은 각각 542개 업체 및 240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선정된 홍색 및 흑색 기업의 명단은 세관총서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등재하고 전국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홍색기업에 대해서
는 통관 상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흑색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세관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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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WCO SAFE Agreement의 AE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8
년 4월 1일부터 종전 4등급 기업분류 및 홍․흑색 제도를 폐지하고 5등급
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9) 개정된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는 종전의 4등
급 기업분류관리제도 상의 A, B, C, D류 기업 외에 WCO가 규정하는 공
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자를, 최우수기업(즉 AEO)으로 선정하여 AA류 기
업으로 분류되도록 제도화하였다. AA류 기업에 대하여는 통관 상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專人)을 파견하여
협조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단 5등급 기업분류를 시행하기 전에 최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홍색명단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일선세관(심천)의 경우에 한하여
AA류 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홍색명단기업을 AA류 기업으로 적
용 관리하고 있다.
기업분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① 세관에 등록한 수출입화물의
수발송인, ② 세관에 등록한 통관기업, ③ 세관에 등록한 가공기업, ④ 기타
세관총서가 인정한 기업이다. 이 중 공인대상은 출입화물 하인(수출자, 수입
자), 통관신고기업(관세사)으로 나눠지며 2009년 8월 현재 1,217개 업체가
AA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기업등급분류의 체계
중국의 AEO는 기본적으로 기업분류관리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관리유형은 예전의 4단계에서 AEO 제도 도입
에 따라 AA, A, B, C, D류의 5단계로 변경되었으며, 관리유형의 평가기준
은 각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칙 등의 무역거래에 관한 규정, 기업의 경영관

39)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令第170号(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70호) 및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
类管理办法(중화인민공화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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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중국 기업분류관리 등급별 요건 ❚
등급

승격 및 강등 요건

AA류
기업으로의
승격 기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동시에 4개 항목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A류 관리기업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할 것
② 전년도의 수출입 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일 것
(단 이른바 중서부지역에서는 1,000만 달러가 될 것)
③ 세관의 감찰을 받고, 세관관리, 기업의 경영관리와 무역 상의 안전요구에 합치할 것
④ 세관에 매년 ‘經營管理狀況報告’와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전년도의 회계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매년마다 ‘輸出入業務情況表’를 보고할 것
상기와 같지만, 이상의 4개 항목에 추가하여 당연히 A류 기업을 위한 조건도 모두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정의 제7조에 의하면 전부 11개의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B류 관리기업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할 것
② 연속해서 1년, 밀수행위를 포함한 세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③ 연속해서 1년, 지식재산권을 침범하는 화물의 수출입행위에 의해 세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예전에는 없었음.)
A류
④ 연속해서 1년,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
기업으로의
⑤ 전년도의 수출입총액이 50만 달러 이상일 것(예전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승격 조건
⑥ 전년도 수출입통관의 오진율이 3% 이하일 것
(수출입기업의
⑦ 회계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업무기록이 사실에 기초하여 완전할 것
경우 이하
⑧ 세관관리에 자주적으로 협력하고, 행해야 할 세관수속을 바로 수행하고, 제출된 각종
같음.)
서류가 진실되고, 완비되어 유효할 것
⑨ 세관에 매년 ‘經營管理狀況報告’를 제출할 것
⑩ 중국세관의 ‘輸出入貨物受發送人通關登錄登記証書’를 적절히 갱신하고, 혹은
변경사항은 바로 수속을 할 것
⑪ 타 관계관청(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등)에서 불량기록이 없을 것
B류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

① 처음 세관 등록한 경우
② 처음 등록한 후 관리유형을 조정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③ AA류와 A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④ A류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C류
기업으로의
격하(강등)
기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하기의 정황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C류 관리가 적용되어진다.
① 밀수행위가 있었던 경우
②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세관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 혹은 1년 이내에
처벌받은 벌금의 총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세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④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의 체납액이 오십만 위안 이하인 경우

규정 제9조에 의하면 하기의 정황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D류 관리가 적용된다.
① 밀수범죄를 구성한 경우
D류 기업의
②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격하(강등) 기준
③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의 체납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이상은 수출입기업의 조건이지만, 통관기업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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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황 및 세관으로서 감독관리, 통계기록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신규로 등록한 기업은 자동적으로 B류 기업으
로 인정되며, 이후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A류 기업 승격을 세관에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A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
면 AA류 기업 승격을 신청한 권리가 주어진다. 각각의 경우 승격을 위해서
는 각 조건을 만족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반면, C, D류로의 하향
조정은 세관에 의해 실행된다.
C류 기업 및 D류 기업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세관에 승격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즉 C류 기업은 조정 받은 날로
부터 만 1년간 C류 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으면, 세관에 승격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정되면 B류 기업이 된다. D류 기업은 조정받은 날
로부터 만 1년간 C류 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으면, 세관에 승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 C류 기업이 된다.
또한 수출입기업과 통관기업의 관리유형이 상이함에 따라 해당 관리조치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40) 세관기
업분류관리방법 제170호의 제27조에서는 ① 통관기업과 수출입기업이 공히
B류 이상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쌍방의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통관
기업의 관리등급을 기준으로 세관이 대응하고, ② 통관기업과 수출입기업 중
어느 한쪽이 C류, 혹은 D류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관리등급을 기준으로
세관이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AEO 제도의 기업별 등급분류 혹은 인증을 위한 평가요소는 크게
일반요건,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요

40) 중국에서는 수출입기업이 자동으로 통관신고를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에서도 통관을 외주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외주하는 것(외부에
통관신고를 맡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수출입기업과 실제적으로 통관을 대행
하는 통관업자의 관리유형이 같은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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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요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A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고 있을 것’,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3,000만 달러(중서부는 1,000만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이다. 그밖에 ‘세관의 검증 및 검사를 거쳐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 ‘매년 경영관
리상황 보고 및 회계사무소 발행 전년도 회계심사 보고와 상ㆍ하반기에 각
각 수출입업무상황표를 송부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평가요건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에는 기업기본사항, 기업재무상황, 기업
의 인원 현황, 기업내부관리 현황, 기업수출입상황, 안전표준 등 기업경영 및
무역업무와 관련한 제반여건들이 포함되며, 각 세부요건은 [표 3-10]과 같다.

❚ 표 3-10. 중국의 기업분류관리 평가기준: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 요건 ❚
평가요건

세부평가사항

기업 기본상황

•기업설립연도
•기업영업유형(생산형, 무역형, 생산무역혼합형)
•기업 주요 무역방식(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 및 가공 무역혼합)
•기업소유유형(외상기업,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
•기업의 직접대외투자기업 유무
•기업경영장소(지사 또는 자회사 유무)

기업재무상황
(전년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기업의 전년도 투자상황(인민폐 기준)
•기업의 외상투자총액
•기업의 공상등록자금총액(인민폐 기준)
•기업의 전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기업의 전년도 자산부채율(=부채총액/자산총액×100%)
•기업의 전년도 총자산보수율=(세후이윤+소득세+이자지출)/평균 자산
총액×100%
•기업의 전년도 고정자산 순잔고액(인민폐 기준)

•기업의 직원 총수
•기업의 외국적 직원 수
•기업법정대표자의 형사범죄기록 유무
기업의 인원 현황
•기업의 세관업무책임자 현황(성명, 국적, 신분증, 여권번호, 범죄기록 유무 등)
•기업재무책임자 현황(성명, 국적, 신분증 및 여권번호, 형사 범죄기록 유무 등)
•기업 통관원 현황(성명, 신분증번호, 형사범죄기록 유무, 신규등록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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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계속 ❚
평가요건

세부평가사항

기업내부관리
현황

•재무장부 비치연도
•건전재무관리규정 유무
•창고 및 자재 규정 유무
•중개기구의 기간별 회계감사 이행 유무
•수출입업무 및 세관업무 담당 전문부서 유무
•명시적인 수출입업무처리지침 또는 규정 유무
•수출입 업무자료 파일 구축 유무
•관련 인증체제의 인증통과 유무
•화물의 내부유통과정기록 유무
•대리인 처리 세관업무에 대한 내부검사 절차 또는 규정 수립 유무
•수출입허가 관련 화물의 유무
•수출입허가관리규정 수립 유무
•기업 및 무역 관련 문서자료와 데이터기록 보존 여부
•보존 비밀 제한 및 열람권한 수립 여부
•세관업무 집행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락원이 있어
세관과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부서가 실제 수입구매정보에 의거 통관을 진행하는지 여부

기업수출입상황

•전년도 수입상품 중 5위 이내의 외국공급자 명단(회사명 및 국적)
•전년도 수출상품 중 5위 이내의 외국수하인 명단(회사명 및 국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10대 수입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기업의 가장 중요한 10대 수출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주요 수출입납세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전년도 판매총액 중 외국판매총액비율(%)
•전년도 납부한 수출입관세 및 수출입단계 세관대징수액의 합계
•기업이 자체 통관신고 또는 위탁 통관신고 유무(자체 신고가 아닌 경우
통관기업에 대해 무역활동자료 제공 여부)

•기업의 안전규정 수립 유무
•직원 및 방문인원으로 하여금 상기 안전규정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의 안전책임부서의 설치 유무
기본정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기록지침 유무
•긴급안전상황 또는 재난 또는 테러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예방 대책의
제정 유무
안전표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긴급사건처리방안의 훈련 및 측정 유무
•수출입화물에 대한 특별한 안전요구사항 유무
•화물의 송수하 또는 운송 시 모든 포장의 중량을 체크하고 표지를 붙이고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 유무
화물안전
•위험화물의 표지 유무
•화물의 하역 시 봉인용지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지 유무
•적절한 봉인용지의 관리 기록 및 절차가 있는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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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계속 ❚
평가요건

경영
장소
안전

세부평가사항
•기업 경영장소에 도난방지시스템, 폐쇄회로감시시스템 또는 기타
안전보장시스템 설치 유무
•기업이 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감시를 하는지 여부
•정기적으로 경영장소의 안전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
•안전관리인원의 출입구 감시 및 통제 유무
•기업이 수출입화물창고 등의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지 유무
•관련 구역에 제한표식 유무
•이동화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유무
•화물을 창고에서 운반하여 나가는 경우 영수증 또는 운송서류 검사 여부

•모든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 유무
•전문부서에서 신청인의 고용대상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기업이 인원관리등급, 업무구역 및 권한등급 등에 따라 신분표식 시스템을
구별하여 설치하는지 여부
안전표준 인원안전
•방문객 및 화물송달인 또는 화물인수인에 대한 등록 유무
•안전, 화물처리 및 영수증발급인원이나 화물의 송수하구역에 있는 직원 등
모든 공급망에 관련된 인원에 대하여 의심화물의 식별 훈련 실시 유무
•계약협상 진행 시 무역파트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무역동반 •계약 체결 전에 무역파트너의 상업정보에 대한 심사 및 확인 실시 여부
자안전 •계약이행과정에서 공급망의 안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관련 평가와 심사 기록을 비치하는지 여부
•기업은 방화벽, 비밀번호 등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
정보안전정책, 절차 및 관련 지침의 보유 유무
정보안전 •기업은 정보 결함 및 잘못된 정보의 입력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통관정보를
분명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보유 유무
•정보 분실을 방지하는 지침 및 예비시스템의 보유 유무
기업에 존재하는 안전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08a).

2) 인증 관련 절차
AA 및 A유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등록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41)
하게 되면, 등록지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료의 구비 여부와 법정형식
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청수리결정서를 발급하고 직속세관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보고를 받은 직속세관은 규정한 기한(AA 등급은 6개

41) AA류 기업인증에 대한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AA류 관리적용신청서, 경영관리상황보고서, 회계
사무소가 발행한 전년도 회계심사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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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A 등급은 3개월) 내에 기업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기업
유형별로 그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AA유형 기업의 경우 A유형 기업
과 달리 반드시 세관본부의 심사비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 C,
D유형 기업의 관리유형 상향조정 시에는 기업이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세관이 규정한 기한(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
면 모든 상향조정은 기업의 신청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관
리유형 하향조정 시에 세관은 앞서 제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정된 기한 내에 기업에 송달하게 된다. 즉 하향조정은 기업
의 신청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체 절차 상의 네 가지 핵심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유형 상향조
정 시에는 반드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관이 기업의 실제
상황을 통제하는 데 편리하며 C 혹은 D유형 기업이 상향조정을 할 때에 세
관의 직무유기 또는 지체로 인한 논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향
조정 시에는 직속 세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세관의 실행상황
관리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AA유형 기업에 대해 본부의 심사비
준과정을 추가한 것은 주로 해당 기업의 장래에 실시될 편의조치를 고려한
것이다. 넷째, AA 및 A유형 기업의 경우는 밀매혐의 등에 대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지 않도록 하였다.

❚ 그림 3-2. 중국의 AEO 인증 프로세스 ❚
기업의 신청서류
제출

⇨

소관 세관의 확인 및
검증

⇨

소관 세관은 AA, A등급 기업
리스트를 GACC(중국세관총서)에 제출
⇩

차별적 조치
적용

⇦

관련 정보를 H2000
통관업무 시스템에
입력

⇦

GACC(중국세관총서)는 AA, A등급

기업리스트를 모든 세관에 전달

자료: WCO ROCB Asia Pacific(2008), “AEO Best Practice of Australia and China Customs,”
Regional Best Practice Study o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No. 3,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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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에 따른 특혜
중국은 각각 다른 관리유형의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B류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세관법 기타 규정에 따라 통상의 관
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화물 검사는 소정의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
하고, 각종 수속도 순차적으로 행한다. 둘째, A류 기업, 특히 내륙지역의 기
업은 별도의 혜택이 있는데, 소재지신고(所在地申告) 및 항구검사허가(口岸檢
査許可)42)를 실시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 혹은 화물의 하역시기
에 맞춰 직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검사하고, 시간 외(휴일을 포함)의 긴
급통관을 우선시하며, 가공무역은 은행보증금통장제도(銀行保證金通帳制度)43)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셋째, AA류 기업의 경우, A
류 기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누리는 것 외에 기업이 직면한 세관업무 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수출입화물에 대
해서 개장검사44)를 하지 않는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C, D류
기업에는 엄격한 감독관리가 실시되고, 특히 D류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공무역을 할 수 없게 된다.45)
WCO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AEO에 해당하는 AA류 기업 인증에 따른
이득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신뢰성 구
축, 둘째는 기업의 세관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직원 파견, 셋째는 수출
및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율 감면, 넷째는 소재지 신고 허용, 다섯째는 항구
에서의 검사 및 통관 절차 이행, 여섯째는 사업장에서의 검사 및 통관절차

42) 중국어로는“属地報關”와“口岸驗放”라 하며, 수입자 혹은 통관대리인이 수입화물 도착 전에 기업이
소재한 내륙지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에서는 단순검사 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
역 간 빠른 통관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3) A류 기업의 경우 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허가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담보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통과시키며, 보증금을 면제한다.
44) 포장을 연 후 하는 검사이다.
45)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令第170号(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령 제170호) 및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
类管理办法(중화인민공화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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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일곱째는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전담팀 지정, 여덟째는 업무시간 외 혹
은 휴일 중 시급한 통관처리사항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 아홉째는 신고를 목
적으로 한 기록 제출ㆍ조정ㆍ보고 등 무역절차 관련 처리에 특혜 부여, 열번
째는 신고등록서류 처리의 특혜이다.46)
또한 법령에 따른 규정은 아니나 중국 해관총서는 AEO 제도 실시 기업
❚ 표 3-11. 중국 AEO 인증에 따른 이점 ❚
구분

이점
1. 화물의 통관 시 제출자료 감소

통관의 신속화,
화물이송시간 및
창고비용 절감

2. 화물의 빠른 통과 허가
3. 화물안전검사의 최소화
4. 검사과정에서 비침입식 검사 기술의 우선 사용
5. 법률 준수가 잘 이행되는 AEO 기업에 대한 각종 비용 인하
6. 실제 수요수준에 따라 세관의 업무시간 연장

AEO 기업이 제공한

1. AEO 기업의 동의에 따라 그 정보와 연계방식을 다른 인증된

경영자(AEO)에게 제공한다.
가치 있는 각종 정보의
2. ｢세계무역안전 및 편리표준구조｣의 국가리스트를 받아들임.
채널로 기능
3. 공인된 안전표준과 최상의 경험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
방해받기 쉽고
위험등급이 높은
시기에 특별조치 적용

1. 안전등급 상 특수시기에 세관이 우혜적인 대우를 제공
2. 국경지대이거나 항구의 패쇄 혹은 재개방 후 우선통관조치 적용
3. 위험사건 발생 후 피침해국가로의 수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1. 계정을 기초로 한 집중 통관수속방법을 채택(건별 통관수속이 아님.)
2. 후속검열의 간소화
3. 자체검열 또는 세관검열 축소의 허가
4. 항구 도착 후 또는 세관수속을 마친 후 화물조사의 빠른 처리
5. 위약금 또는 행정처벌 부과를 위한 평가 중에 해당 처벌을 경감

새로운 통관개혁
참가의 우선적인
고려대상

(단 기만행위는 제외)
6. 화물수출입의 Paperless 통관 증가
7. 세관의 우선 회답 및 요청에 대한 심의
8. 타지에서의 세관신고 허가
9. 세관은 행정처벌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보완조치 채택을 허가
(단 기만행위는 제외)
10.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 혹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이자만 부여
자료: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10/tab7985/info97751.htm.

46) WCO(2009),“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52│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의 이점을 [표 3-11]과 같이 크게 네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47)

4) 중국의 상호인정 추진 현황
중국은 아직 AEO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사례는 없으나 현재 EU, 미국 등
과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인정의 추
진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별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우선추진대상국가
가 미국과 EU라는 점에서 AEO 제도화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우선검토대상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각각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국ㆍEU 간 AEO 상호인정협정
EU와 중국은 관세협력에 대한 합의(Agreement on Customs Cooperation)
와 관세부문에 대한 상호행정협력합의서(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를 체결하였으며, 이 합의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발
효되었다. 그리고 공급망 보안에 대한 협력을 달성하고 보안조치의 호혜주의
와 상호인정을 위해서 2006년 9월 19일 공동관세협력위원회(JCCC)를 발족
하였다. 본 위원회 주도 하에 컨테이너 적입시점으로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
르기까지 보안을 시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Rotterdam(네덜란드), Felixstowe
(영국), Shenzhen(중국) 항구에서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 Smart and Secure
Trade Lanes(SSTL)48)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국, 네덜
란드, 중국 세관당국은 2007년 11월 19일 이 3개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해
상컨테이너에 대한 전자정보를 교환하였다.

47)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사항의 경우 각 세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례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참고
사항으로서 세관의 인가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다.
48) 미 국토안보부 주도 하에 세계 3대 항만업체 및 해운선사 65개 업체와 IT 업체 SAVI사가 참여한 이
기술은 e-Seal로 컨테이너 봉인, 보안관리 및 위치추적, 자산관리 기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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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당사국은 경험의 교환, WCO SAFE Framework의 원활한 이행
을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개발을 위한 보안협력에 합의하고, 중국 세
관과 EU 세관당국 간에 이행되는 보안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의 상호
인정 목적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첫째, 전체 컨테이너에 대해 적입시점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공급망을 시험하고, 둘째, AEO의 상호인정을 위해 AEO 인증을 위
한 기준에 합의하고 시험하며, 셋째, 선적 전(pre-loading) 보안통관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시험하고 합의하며, 넷째, 세관통관을 위한 최소위험규정
목록(minimum risk rule set)과 최소통제표준(minimum control standards)
을 정의하고 합의하며, 다섯째, 보안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법한 무역
을 원활하게 하는 IT 및 기술적인 솔루션을 시험하고 평가하기로 하였다.49)
EU와 중국은 9개월 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파일럿 프로그램을 EU 및 중국
의 여타 항구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보안조치, 통제결과, AEO의
상호인정을 통해 보안 및 무역원활화의 증대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미국ㆍ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글로벌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 CBP와 중국 세관 간 협력은 중국
에서 파일럿 검증 프로그램(pilot validation program)의 시작과 함께 출발
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3개의 C-TPAT 수입업체
파트너들(importer partners)이 참여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은 규모, 생산품 유형, 중국에서의 공급망 위치 등 몇몇 요인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양 행정당국의 동의에 따라 참여한 것이다.
중국 세관은 C-TPAT 최소보안기준을 지침으로 사용하고 기술적인 지원

49)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
policy_issues/customs_security/cooperation_3thcountri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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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CBP 공급망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중국
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C-TPAT 보안절차를 검증받지 못함으로써
최소한의 C-TPAT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
국과의 협력에 따라 이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C-TPAT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호협력
을 위한 후속단계를 결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50)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1) 도입배경
일본의 AEO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흐름에서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세가 두드러진
아시아의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일본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출입 수속의 재검토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먼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7년 5월 ｢Asia Gateway 구상｣51)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무역
수속개혁프로그램(貿易手続改革プログラム)｣을 수립한 데서 처음 구체화되었

50) U.S. CBP(2008. 3),“China-US Join Forces on Trade Security Pilot Program,” CBP News
Releases.
51) 2006년 9월 29일 추진의도가 발표된 Asia Gateway 구상｣은 2007년 5월 16일에 최종보고서가 발
표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최고 중요 10개, 중점분야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중요 10개 항
목 중 하나가 무역절차개혁프로그램｣의 착실한 실시로서, 기존 세관업무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
제적인 관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EO 제도 구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アジア・ゲイトウェイ
戦略会議, http://www.kantei.go.jp/jp/sing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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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経済財政改革の基本方針) 2007｣을 마련하여
이러한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가 결정된 바 있다.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재무성 심의회의 기획부회에 간담회를 설치하여 2007년 6월 ｢무역수속
개혁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논점 정리(貿易手続改革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にあ
たっての論点整理)｣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부성이 참여하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들로
멤버를 구성하여 ｢AEO推進官民協議会｣를 설치52)하였으며, 그 후 관련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들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기본방침 2007｣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53)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기획부회
간담회가 재개되면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일본 무역회, 일본 물류단체연합
회, 일본 통관업연합회로부터의 의견을 청취54)하는 등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재무성은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2007년 11월 ｢일본의 AEO 제도 구축 등을
위한 보세ㆍ통관 제도 등의 재검토｣에 대한 자료를 발간55)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에 대한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8년 4월에는 추가적인 검토내용을 토대로 통관업자, 보세운송인과 관련
한 AEO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
업자를 AEO로 인증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AEO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물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AEO 제조
자로부터 그 제조한 화물을 직접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56) 이는 국제

52) 財務省 關稅局(2007b), ｢最近の税関行政を巡る諸問題について｣.
53) 財務省関税局(2007f. 12. 13), ｢平成20年度における関税率等の改正(答申案)｣, 関税 外国為替等審議会.
54)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면, WCO 기준에 준거하여 국내운송업자, 통관업자, 선박․항공회사, 포워더
등 supply-chain 상의 모든 사업자 대상 AEO 제도 구축, 선박․항공회사는 이미 개정 SOLAS 조약
등에 의해 규제 중임을 고려, 새로운 보안요건과 중복회피 필요, 보안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2국 간
협의에 의한 상호인정 실현 필요, AEO 제도에 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55) 財務省関税局(2007e. 12. 4), ｢我が国におけるAEO 制度の構<築等に向けた 保税・通関制度等の見直し｣,
資料 2-2, 関税分科会, pp.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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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수속개혁
프로그램이 2008년 8월 1일 개정되면서, AEO 제도 확대의 일환으로서 서
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도입되었다.57)
향후에도 일본정부(재무성)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민관협의체제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AEO 제도를 개선하
는 한편 및 국제적인 AEO 상호인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이다.58) 특히 일본정부는 AEO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민관협의회뿐 아니라 세관 및 통관협회, 기업연합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2) 운영 현황
일본 AEO의 각 대상별 인증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10일 현
재 수출 관련 AEO 인증업체는 233개, 수입 관련 AEO 인증업체는 72개,
창고업 관련 AEO 인증업체는 70개, 통관업 관련 AEO 인증업체는 17개,
운송인 관련 AEO 업체는 1개로59) 수출업자에 대한 인증횟수의 비중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타 분야에 비해 별도의 특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에도 수출업자의 비중이 큰 것은 수출지원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
는 일본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독 운송인의

56) 日本關稅協會(2008. 1), 特集 日本版AEO制度の概要, 神戸支部.
57) 왜냐하면 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을 스스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정 수출신고
제도(수출자의 AEO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그 제조자는 AEO 수출자로서 승인을 받아 수출화물
을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을 스스로 수출하
는 것이 아니라, 상사 등 제3자를 개입시켜 수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그 수출자가 AEO
수출자가 아닐 때에는 비록 제조자가 화물의 보안관리와 법령준수 체제가 정비되었다고 해도 특정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58) 일본 재무성 관세국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0년 2월 18일).
59) 일본 財務省 關稅局(2010a), ｢“全国の特例輸入者一覧,” “全国の特定輸出者一覧,” “全国の認定通関業者
一覧,” “全国の特定保税運送者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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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은데, 이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걸쳐 복잡한 하청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입장에
서는 AEO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0)

❚ 표 3-12. 일본의 AEO 인증업체 현황 ❚
분야

업체명
DOWA METALTECH CO, FDK CORPORATION, IDEC

특정수출자

CORPORATION, IHI Shibaura Machinery Corporation, IPS Alpha

(Authorized

Technology, JFE SHOJI TRADE CORPORATION, JUKI

Exporter)

CORPORATION, KCM Corporation, NEC AccessTechnica, NEC
Infrontia Corporation 등 233개

특정수입자
(Authorized
Importer)

특정보세승인자
(Authorized

FDK, IHI, IHI Shibaura Machinery, JAL Aeroparts, NEC
AccessTechnica, AISIN SEIKI, ALPs Electric, IKEHIKO
CORPORATION, ISHIKURA SHOTEN, INOAC INTERNATIONAL,
IBIDEN, UEZU AND COMPANY, EXEDY Corporation 등 73개
Aichi kaiun, ASAHI UNYU KAISHA, Amano kaisoten,
ISHIKAWA-GUMI, ISHINOMAKI FUTO SILO, Isewan terminal

Warehouse

service, INTERNATIONAL EXPRESS, M.O.AIR LOGISTICS,

Operator)

OMORI KAISOTEN, Kagoshima Kairiku Unso 등 70개

인정통관업자
(Authorized
Customs Broker)

특정보세운송자
(Authorized

OMORI KAISOTEN, KSA INTERNATIONAL, Konoike Transport,
Goto Kaisoten, GOYO KOUN, SANSHIN, SHINKO KAIRIKU
TRANSPORTATION, SUMIWA KOUN, Trinet Logistics, TRADIA
CORPORATION, NRS CORPORATION 등 17개
MOL Logistics (Japan) Co., Ltd.

Logistics Operator)
자료: 財務省 關稅局(2010a).

60) 일본 재무성 관세국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0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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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1) 인증기준
일본 관세국에 따르면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 및 필요 요건은 WCO
의 ‘Safe Framework’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 중 AEO 인
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적정승인기록’, ‘세관의 e-system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관련 기능 수행능력’, ‘승인 관련 프로그램의 구축수준’으로 구성된다.
‘적정승인기록’이란 사전에 규정된 일정기간 동안 관세법 등에 대한 위반건
수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세관 및 무역 관련 적정기록을 의미하며, ‘세관의
e-system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일본의 통관정보프로그램(NACCS:
Nippon Automated Customs Clearance System)61)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또한 ‘관련 절차의 적절한 수행능력’이란 AEO 인증
기업이 유지해야만 하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포함하여 화물의 안전한 관리 및
세관 절차의 적절한 수행능력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승인 관련 프로그
램 구축수준’의 경우 Compliance Program(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수준
및 이를 운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안전기준 또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한편 AEO 인증을 위한 필요요건은 ‘관련 조직의 구축’, ‘계약대상자(비즈니
스 파트너) 필요’, ‘화물운송 관련 보안요건’, ‘적기 세관처리의 이행’, ‘세관
과의 자문/협력/커뮤니케이션 수준’, ‘위험관리기능’,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 수
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2)
다만 AEO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급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 없이 인증 및

61)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세관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77)에 근거하여 국제운송화물에 관련
한 세관수속과 그 이외의 국제화물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여 개발한 통관처리정보시스
템으로, Air-NACCS(항공화물통관정보처리시스템)과 Sea-NACCS(해상화물통관정보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62)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a),“AEO: Challenge of Japan Customs,”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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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 업체로만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업체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대해서 업종별로 일종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기
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는 업체별로 특성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
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관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AEO 인증을 위한 평가 시 AEO 신청기업과 세관 간의 상담 등 지속
적인 조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인증 관련 절차
AEO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은 반드시 지역세관의 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인 인증절차는 세관과의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에 대
한 평가, 현장점검, 허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인증기업들은 인증 승인
이후에도 세관에 의해 사후심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1년에 최소 1회 이상
❚ 그림 3-3. 일본 AEO 인증 및 후속관리 절차 ❚
인증 절차
신청서의 제출

후속관리 절차

신청인
참고서류의 첨부

신청서의 검토
승인

지역 세관

현장 점검
지역 세관
- 절차 점검, 대상지 점검, 인터뷰
승인

내부 평가 보고서
준비 작업
- 내부평가보고서 검토
- 체크 포인트 확인

지역 세관

지역 세관
현장 점검
- 절차 점검, 대상지 점검, 인터뷰
평가 리포트

CBT

중요한 문제 발견 시

AEO Center
인증

AEO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
적용한 개선조치가 없을 시
해제

자료: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 “AEO: Challenge of Japan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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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관은 자가심사결과를 검토하고 각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인터뷰 및 현지실
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개
선관리를 지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정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AEO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63) 또한 별도의 인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인증 후 2년
이내에 사후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후 3년마다 별도의 감사를 받아 인
증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증에 따른 특혜
수입업자, 수출업자, 창고업자, 보세운송인, 통관업자 등 각 당사자별 혜택
❚ 표 3-13. 일본 AEO의 분야별 혜택 ❚
대상

혜택
세관 관련 검사 및 조사 감면(조사율 경감)
인증받은 수입업자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 적용
신고 및 납세 전 화물인수 허가제도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규정의 예외
인증받은 수출업자
세관 관련 검사 및 조사 감면(조사율 경감)
세관신고만으로 새로운 세관창고업 설립 가능
각 운영자에게 포괄적인 허가규정이 적용
창고운영자
감사규정의 완화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장치장 허가수수료 면제
창고허가유효기간의 확대(6년 ⇒ 8년)
인증된 통관업자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납부 신고 및 납부 완료
수입절차
이전에 화물인수가 가능
인증된 통관업자가 고객인 수출업자의 화물확인을 실시하고, 이 화물이 공인된
통관업자
수출절차 운송업자에 의해 선적을 위해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운반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출업자의 사업장 혹은 다른 시설로 위임할 수 있음.
간소화된 보세운송수속 적용
(일반적으로는 각 운송에 대한 승인 이후에 적하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이
국제운송인
필요하나, AEO 업체의 경우 NACCS(통관정보프로그램)에 따른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하며, 각 신고절차는 생략됨.
자료: Customs & Traiff Bureau, MOF Japan(2008), “Japan’s AEO Program.”

63)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 앞의 책,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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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해보면 [표 3-13]과 같다.64)

4) 운영체계: 조직 및 관련 법령
일본 AEO 제도의 관리는 총괄부서인 재무성의 관세국(Customs and Tariff
Bureau)과 9개의 지역세관이 담당하고 있다. 관세국은 AEO 제도에 대한
법률 제정, 운영계획 및 내부지침 수립, 그리고 상호인증 및 세관의 요청에
따른 국제적인 문제 처리 등을, 9개 세관은 인증절차의 수행 및 공인, AEO
에 대한 사후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쿄세관에 설치된 AEO 센터
는 AEO 프로그램 시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세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

❚ 그림 3-4. 일본 재무성 관세국 및 9개 세관 현황 ❚
나가사키

하코다테

모지
고베
일본 재무성 관세국

오사카

오키나와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

자료: Customs & Traiff Bureau, MOF Japan(2008), “Japan’s AEO Program.”

64)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Japan’s AE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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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EO 제도의 규정은 ｢관세법(Custom Act)｣, ｢내각 시행령(Cabinet
Order)｣, ｢재무성 시행규칙(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관세
국장 시행령(Order of the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Tariff Bureau,
Ministry of Fin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관세법｣에서는 AEO의 특
혜, AEO 인증을 위한 필요요건, AEO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의 발표, AEO
자격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 시행령｣에서는 세관의 통관절
차에 대한 특혜부여절차 및 AEO 인증을 위한 적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재무성 시행규칙｣은 각 절차의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관세국장
시행령｣의 경우는 특례부여에 따른 세부적인 통관절차, 각 인증프로그램 사
례별 구체적 예시, 각 세관의 적용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법｣에서 AEO와 관련된 규정은 제7조의 2(신고의
특례)~제7조의 13(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9조의 2(납기한의 연
장), 제67조(수출 또는 수입 허가), 제67조의 2(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기) 등이 해당된다.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일본의 ｢무역절차개혁프로그램｣(평성 19년 5월 제정, 평성 20년 8월 개
정)에서는 “일본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입대상국가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대우
를 받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과제이며, 또한 장차 수출입 모두에서 화물보안
관리에 대한 상호인증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상호인증흐름을 고려하여 주요
무역상대국과 이에 대한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65) 즉
재계의 요청을 고려하여 AEO의 상호인정협의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다수의 국가와 AEO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

65) 일본 재무성 관세국(2007c), ｢貿易手続改革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にあたっての論点整理｣
(http://www.mof.go.jp/jouhou/kanzei/ka190626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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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뉴질랜드와는 2008년 5월 MRA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2008년
10월 2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미국(C-TPAT)과도 2009년 6월 26일 MRA
가 공식 체결되었다.
또한 현재 EU와는 2007년 2월과 4월, 양측의 제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
한 실무자 간 회의를 개최한 이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양국 상호 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미 종료되었다. 캐나다와는
상호인증을 위한 캐나다의 일본 내 현장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3월 중
에 일본이 캐나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66) 중국, 한국과는
2007년 4월 한ㆍ중ㆍ일 3국의 관세국장 장관회의의 합의에 따라 향후 AEO
제도의 방향에 관하여 연구를 개시(우선 두 나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말레
이시아와는 2007년 8월 아오야마 관세국장, 라후만 장관과의 회담에서 쌍방
❚ 그림 3-5. 일본의 AEO 상호인증 추진 현황 ❚

캐나다

EU

한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체결 및 협상 중인 국가

뉴질랜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국가

자료: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

66) 일본 재무성 관세국 인터뷰(2010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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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싱가포르와도 상호인정
협정 체결 준비의 일환으로 각국의 AEO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상
황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는 2007년 2월과 4월, 양측의 제도에 대해 연구하
기 위한 실무자 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최근 공식적으로 AEO의 도입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AEO MRA 체결대상국 선정 시 MRA 체결 경험이 많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일본의 산업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를 두 번
째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뉴질랜드의 경우 2004년 미국과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체결대상국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나 EU의 경우 AEO 제도의 확립수준뿐 아니라 일본의
산업이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체결대상국 검토 및 선정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
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볼 때, 현재 중요도로 본다면 미국, EU,
캐나다 등 MRA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 및 중국이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 및 중국의 경우 미국, EU
등에 비해 AEO 제도화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호인정협정의 진행이 진
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AEO 상호인증절차는 WCO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호이해단계’
로 각 당사국의 세관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양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범사업단계’로 시범사업의 정의 및 계획과 이해, 분
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상호인정의 선언단계’로 상
호인정의 혜택에 대한 논의 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
절차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67)

67) Customs & Tariff Bureau, MOF Japan(2008. 10), AEO Progra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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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이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 및 미국과의 상호인
정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ㆍ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일본은 뉴질랜드와 2008년 5월 14일 양국의 수출입물류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10월부터 발효되었다. 양국은 화
물보안 관리 및 법규준수도 등에 대해 세관이 인정한 사업자(AEO)를 대상
으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통관을 원활하게 하는 양국의 제도를 상호인
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뉴질랜드 세관과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07년 5월 제1회 일본ㆍ뉴질랜
드 세관협력회의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고, 양국 간의 AEO
기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AEO 제도의 인정요건이나 인정 후의 관리,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정수출자제도에 의해 지정된 특정수출자와 뉴질
랜드의 SES를 상호인정의 대상으로 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뉴질랜드 세관은 양국에서 인증받은 AEO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
는데, 양국 수출자가 수출한 화물에 대해 자국에서의 수입 시 보안 측면과
관련되는 통관의 원활화 조치를 공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원활화
조치를 공여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였다.68)

2) 미국ㆍ일본 간 AEO 상호인정협정
미국과는 2007년 4월 아오야마 관세국장과 바샤무 미국 CBP 장관의 회
담에서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 개시에 합의하였으며,69) 당해 6월 실무자 협

68) 財務省(2008. 5), ｢ニュージーランドとの認定事業者(AEO）相互認証取決めに署名｣, 報道発表.
69) 財務省(2007b), ｢最近の税関行政を巡る諸問題について｣; 財務省(2009), ｢日米両国でAEO(認定事業者)
制度が相互に承認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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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현장검증을 통한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26일 WCO 총회
기간 중 일본 AEO와 미국 C-TPAT 간의 상호인증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
였다. 미국ㆍ일본의 AEO 상호인정협정은 일본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이어 두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요르단과의 협정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 세계에서 보면 다섯 번째로 체결된 AEO 상호인정협정이다.
양국 상호인증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세관당국은
수입화물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화물이 일본 AEO 기업의 수출화물인 경우는
AEO 인증자격을 위험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둘째, 양국 세관당국은 자국의
AEO 제도에 따라 상대국 기업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상대국의
AEO 기업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70) 셋째, 양국의 세관당
국은 유사 시 AEO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협력 메커니
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양국 세관당국은 통관 시 다양한 보안조치
의 적용에서, 상대국의 AEO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
로 AEO라는 자격을 고려하도록 한다.71)

4. 소결
한ㆍ중ㆍ일 AEO 제도를 대상범위, 평가요건, 절차, 특혜 등 주요 사안별
로 상호비교해본 결과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한ㆍ중ㆍ일 AEO 제도는 WCO의 분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싱
가포르, 요르단 등과 같이 보안 중심의 프로그램(Security Type Programme)
이 아니라 관세심사 및 보안 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Customs compliance

70) 다만 일본 교역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으로의 제품 수출 시 세관검사에 특혜를 부여받게 되
었으나, 유의할 점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본으
로 수입되는 경우는 AEO 상호인증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71) 財務省(2009), ｢日米両国でAEO(認定事業者)制度が相互に承認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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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curity programme)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모두를 포괄
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3국의 AEO 제도가 모두 동일한 목적 하에 수립
ㆍ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3국 간 상호인정이 일본ㆍ미국
의 경우72)처럼 불완전한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다.
둘째, AEO 대상범위의 경우 한국이 도입시기는 가장 늦은 반면 WCO의
SAFE Framework 규정에 기초73)하여 도입 초기부터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일본 및 중국의 경우는 도입 초기에는 일부 분야로 한정하였다가
그 필요에 따라 대상을 조금씩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이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AEO는 아직
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수입업자, 수출업자, 통관업자)만을 규정하고 있
다. 일본은 대략 한국과 중국의 중간수준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또한
항만운영자, 화물포워딩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셋째, 평가요건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WCO
권고안을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WCO SAFE
Framework(2007)에서는 AEO 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으로 세관요구
에 대한 승인내역, 수출 및 수입 등 통상기록의 관리시스템 구축 여건, 재무
적 여건, 세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여건,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여건, 정보의 교환ㆍ접근ㆍ보안 여건, 기타 각종 보안여건(화물, 운반,
건물, 개인, 무역파트너 등), 위험관리 및 문제해결 여건, 보안관리시스템의
측정ㆍ평가ㆍ개선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ㆍ중ㆍ일 3국 공히 이 요건

72) 일본ㆍ미국 간 상호인정협정은 미국으로 수출(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일본 AEO의 상호인
정을 허용하는 불완전한 협정이다.
73) SAFE Framework에서 규정하는 AEO 인정대상자는 수출입업자, 관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ㆍ
항공사, 부두운영인, 포워더 등 모든 무역공급망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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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기존의 등급별 기업분류관리기
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등급의 승격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중국은 A류 기업으로의 승격요건에 세관 관련 승인내역 등
WCO 권고안 중 일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AA류 기업(AEO)으로의 승
격 시에는 전년도 수출입 총액의 최소기준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
해서만 평가하게 된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혜택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비용 절감이
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세부특혜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검
사의 생략(완화) 규정 등은 공통적인 특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특혜로 부여
하고 있는 화물 도착 전 신고제도, 신고 및 납세전 화물인수 허가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AEO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특혜라 할
수 없다. 물론 각 국가별 특혜규정은 불변조항이 아니고,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AEO 고시를 통해 규정된
혜택 외에도 새로운 특혜가 개발될 경우 AEO 공인기업에 우선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우 해관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혜는 일종의 권고
안으로 각 세관에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제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AEO 공인기업과 비공인기업 간 혜택의 차이가 상대적으
로 작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반적인 특혜 측면에서 상호인정협정 체
결 시 중국,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보다는 한국이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면에서
중국, 일본의 특혜제도를 보완하거나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이러한 특혜의
상호균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인증기업 수를 볼 때 아직 한국이 제도 시행의 활성화 측면에서
는 가장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3국 중 AEO 도입
시기가 가장 늦었기 때문이며, 상호인정협정 체결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
은 높지 않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이 곧 체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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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한국, 중국, 일본의 AEO 제도 비교 ❚
한국
종합인증우수업체
프로그램명 공인인증제도(AEO)
대상

대상기업

평가요건

수출/수입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관세사
- 보세구역운영인
- 하역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선박회사
- 항공사
-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시스템
- 재무건정성
- 안전관리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CACC
(Customs Administration
Companies)
수출/수입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통관신고기업
(관세사)

-

- 있음(A, AA, AAA 등급). - 검사 생략
- 비용경감

-

- 무담보 통관

-

- 월별 납부

-

- CEO 출입국시VIP 통로이용

총액, 경영관리상황 보고 등 기업재무상황 및 인원 현황 기업내부관리 현황
기업수출입상황
안전표준
없음.
검사 생략
소재지 신고 허용
사업장 내 검사 허가
기업이 직면한
세관업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 해결을 위해 협력

- 기업기본사항

-

혜택

수출/수입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창고업자
- 보세운송인
- 통관업자
- 제조업자

- 일반요건: 전년도 수출입 - 관련 조직의 구축

-

공인등급

일본
인정사업자제도
(AEO)

화물운송 관련 보안요건
적기 세관처리 이행
세관과의 자문/협력/
커뮤니케이션 수준
위험관리기능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 수준
없음.
검사 생략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
신고 및 납세 전
화물인수 허가제도
세관창고업 설립 규정
완화 및 허가수수료 면제

※ 사전신고제도의 경우
한국에서는 비AEO에도
부여되는 특혜
- 2010년 2월 현재 18개 - 2009년 8월 현재
- 2010년 2월 현재 393개
공인
업체
1,217개 업체
업체 수
- 서류심사(2개월 이내)
- 직속세관 결정(6개월
- 지역세관 결정
심사
이내)
- 현장심사(2개월 이내)
- 공인심사위원에서 결정
- 세관본부의 심사 필요
- 체결국가 없음.
- 미국, EU와 2단계
- 미국/뉴질랜드와 체결
- EU,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
- 미국 및 캐나다와 2010년 진행 중
중 체결 전망
진행 중
추진
- 싱가포르와 1단계 진행
자료: 전술한 한국ㆍ중국ㆍ일본 AEO제도 현황의 각내용을 근거로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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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바 향후 그 필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보다 확대되면서, 국내 AEO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AEO 도입 이후 상호
인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국내 AEO 제도의 활성화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AEO 인증절차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서류심사 및 현장실
사 등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다만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중요한
것은 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여부이나 현재의 자료
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은 어렵다. 이는 향후 상호인정에 대
한 협력연구 차원에서 실제 기업인증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AEO 상호인정정책을 살펴본 결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AEO 상호인정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보다 국내기업의 해외수출활동
용이성을 제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ㆍ뉴질랜드 사례와 같이 상
호인정협정 체결경험이 있는 국가와의 협정 체결사례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교역상대로서의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미국, EU 등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체결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상호인정협정 대상은 한ㆍ중ㆍ일 3국 서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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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
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AEO MRA는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ㆍ
합의해나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 중심, 뉴질랜드
는 수출 중심, EU는 수입/수출 중심으로 AEO를 추진하는 등 그 성향에 차
이가 있다. 더구나 AEO 제도는 이미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의 AEO 기준을 동일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우선 수출입 관세행
정에 대해 분석하고, AEO 기준을 비교ㆍ분석하여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상
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AEO 제도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하되, WCO SAFE Framework를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
치시킬 것인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AEO가 현재 전 세계 세관(Customs) 차원에서 FTA와 더불어 가장 핵심
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최근 한ㆍ중ㆍ일 관세청장 회의에서도 WCO의 핵심
이슈인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곧 한ㆍ중ㆍ

일 관세청 간 AEO MRA가 논의될 예정으로, 2009년 11월 APEC 정상회
담에서도 APEC 차원의 AEO MRA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ㆍ중ㆍ일 3국 간에도 관세행정수준 및
행정운영 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3국
간의 차별점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EO 인증심사의 엄격성 수준, WCO SAFE Framework와 비교했을 때 3국
간 기준차이, 인증업체 수준 등에도 많은 이견이 예상되며, AEO 업체에 부
여하는 혜택 등에 대한 조정 여부도 중요하다. 더구나 한ㆍ중ㆍ일 3국 간 상
호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 양자 간이 아니라 3국 간 협정 체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각국은 아직 AEO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
릴 수는 없으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AEO의 발전방향 및 그 체계화 수
준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빠르게 진
전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AEO 제도의 상호인정은
상대국 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5개 기협정 대상국
에 비해 한ㆍ중ㆍ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 AEO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ㆍ중ㆍ일 3국이 AEO 제도의 틀을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도를 제고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우리나라 불법물품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세청 차원에서
중국의 AEO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어
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중국의 수출입화물의
통관물류체제는 적용법규, 환경 및 관행이 매우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엄격하
게 적용되고 있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관물류 관련 리스크를 항상 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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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74)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중점을 두고 상호인정협정 도출을 위한 직
접적인 협의가 아니라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전제요건 등을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통해 AEO 및 통관절차의 질적 수준이 서로 수
렴되기 위한 상호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호인정에 대한 협의와 AEO 제도(혹은 통관제도 등) 보완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처음부터 서로 병행됨으로써, 상호 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AEO 제도는 어떤 공통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방향성
을 가지더라도 국가별 상황에 특화하여 도입ㆍ보완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
서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못한 한ㆍ중ㆍ일 AEO 제도를 개선시켜나가되
이를 한ㆍ중ㆍ일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3국 간 지속적인 협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상호인정 대상국으로서 3국의 우선순위, 각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
능성,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현재까지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상호인정 대상국 선정은 비교적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AEO 제도

74) 김석민(2007),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3집, pp.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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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3국 공히 미국, 캐나다, EU 등과 이미 체결하였거나 우선적
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우선적인 협상 및 체결 대상국은
AEO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체계화 정도를 최우선으로, 교역대상국으로의 중
요도를 다음 순위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상호교역규모 등의 측면에서는 체결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으나
AEO 제도의 체계화 측면에서 이른 시간 안에 3국 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AEO 제도에 대한 기업
들의 인식수준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상호인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 AEO 제도는 도입목적과 그 기본
적인 성격은 대체로 유사하나 그 대상범위 및 평가방식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1) 등급분류체계의 차이
먼저 한ㆍ중ㆍ일 3국 AEO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인증기업에 대한 등급
분류의 여부 및 방식에 있다. 일본에는 인증 및 비인증 기업만 존재하는 반
면 한국의 경우는 인증기업의 경우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
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기업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의 4단계 기업분류관리 기준 및 홍ㆍ
흑색 관리제도 등의 연장선 상에서 AEO 제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특혜규
정과 동시에 일종의 처벌규정과 연계되어 있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협의 및 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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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어느 정도는 각 단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이 존재할 것
인바 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관세국 관계자
에 따르면 미국의 C-TPAT 인증 시(Tier 1), 검증 통과 시(Tier 2), 모범사
례 충족 시(Tier 3) 등 세 가지 단계 중 Tier 2단계 이상인 경우를 인정한
다고 한다.

2) AEO 인정대상자 범위의 차이
다음으로 AEO 적용범위의 경우도 한ㆍ중ㆍ일 3국에 편차가 존재한다. 한
국이 WCO 권고안에 가장 가깝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간 정도, 중국의 경우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통관업자 등으로 아직까지 제
한적인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인정대상자 확대를 위
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또한 그 필요성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WCO의 권고안과 같이 모든 무역공급망 당사자
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당장 상호인정의 논의를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ㆍ조정은 불가
피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호인정 체결사례를 살펴보면 서로의 AEO 전
체를 포괄적으로 상호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미국과 AEO 상호인
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만 상호인정규정이 적용되며, 일본ㆍ뉴질랜드의 경우도 각국의 수출자가 수
출한 화물에 대해서만 상호인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3국 간 인정
대상자 설정범위의 유사성 여부가 실제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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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현실적으로 양자 간 상호인정보다 한ㆍ중ㆍ일 3자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 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논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자간 체결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
AEO의 상호인증 여부가 각 국가의 AEO 및 세관전략 전반에 대한 신뢰성
혹은 현장까지 포괄하는 철저한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자
간 협정은 이러한 노력이 몇 배나 더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 정책과 마찬가지로 AEO 상호인정 또한 양자 간 협정을 넘
어서 일종의 지역주의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한ㆍ중ㆍ일의
경우 역내 분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능적 통합과 더불어 현재 논의가 본
격화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FTA 등 제도적 통합 여부에 따라 향후 무역원활
화를 위한 세관업무 등 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3자 간 상호인정 체결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통관
관련 프로세스의 질적 수준을 서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및 일본 관계
자들로부터 통관 관련 비효율성을 계속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상호 간에 통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한ㆍ
일 간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
여 한ㆍ중, 중ㆍ일 간 혹은 한ㆍ중ㆍ일 3자 간 상호인정협정이 단계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장기간의 공동연구를 거쳐온 바와 같이 3자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 및 정책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면
서, 이후 어느 정도 상호 간 여건이 형성될 때 자연스레 상호인정을 위한 실
무적인 협의로 이어지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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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AEO 제도의 체계화 측면에서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제도 간 차이점도 적지 않다. 더구나 3국 간 상호인정을 목적
으로 할 경우 보다 많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의 교역대상으로서 3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MRA
체결에 따른 효과가 그 어떤 국가들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호인
정협정 체결을 위한 조사 및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부터 상시적인 교류 및 협력이 가
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일반적인 상호인정단계를
따르되, 3국의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한 각 단계가 동시에 또한
반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AEO 상호인정협정의 추진절차는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AEO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한 4단계(3단계)75) 상호인정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7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 추진방향
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1단계
미국 CBP의 안에 따르면, 1단계는 프로그램 요건의 상호비교(a side by
side comparison of the program requirements)를 통해 유사성(similarities),

75) 본래 WCO 권고안은 4단계로 구분되어있으나 마지막 4단계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의미하므로, 실제적인 상호인정협정 추진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76) 다만 미국(CBP)은 상호인정을 추구하기에 앞서 해당 파트너 국가들이 WCO SAFE Framework를 이
행하겠다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 나름의 AEO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4단계 상호인정프로세스를 약속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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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성(differences), 차이(gap) 및 어려움(challenges) 등을 결정하는 단계로
정의된다. 즉 미국의 경우를 보면 C-TPAT 기준을 기반으로 상대 측 프로그
램이 최소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1 대응방식으로 검토하게 된다.77)
다만 미국의 경우는 1단계 완료 전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8월 중국, 일본과는 MRA 추진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에 착수하고 있어 사실상 1단계 초기 절차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는 아직 상호비교 및 연구협력
을 위한 구체화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별개로 공인
기준의 상호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상
호인정협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협력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중ㆍ일은 2003년
부터 3국 간 FTA 체결과 관련한 주요 연구기관 간78) 협동연구를 정례화하
여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협동연구를 기반으로 산관학협동연구로 발
전시키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이처럼 AEO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도 한ㆍ중
ㆍ일 3국 간 협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정례화
하여 다양한 이슈를 발굴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자연스럽게 상호인정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2단계
미국 CBP의 안에 따르면 2단계는 운영계획 및 시험 단계(Operational
planning and Testing phase)로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하여, 상

77) GAO(2008),“Supply Chain Security; CBP works with International Entities to Promote Global
Customs Security Standard and Initiatives, but Challenges Remain.”
78)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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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정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접근법을 결정하게 된다. 즉
시범 합동방문실사(Joint Validation Visits)를 진행하고, 상대국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된 업체를 합동방문하여 보안기준 이행사항 및 호완성을 검증하게
된다. 다만 합동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한 세관당국
에 의해 이미 인증된 업체를 합동방문실사를 하는 것이다.79)
합동실사의 경우 1단계 서류 상의 비교와 달리 현장의 상황을 통해 공인
기준 및 심사기법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
호인정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통관시스
템 전반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통
한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합동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1단계 협
동연구협의체의 일환으로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정례화하여
본격적인 합동실사 이전에 현지 운영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조
사를 수행한 후 본격적인 합동실사에서는 사전조사 시 문제가 되었던 부문
의 보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함으로써 본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다. 3~4단계
미국 CBP 기준안에 따르면 3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세관당국 간) 및 발
표(Declaration) 단계, 4단계는 정보교환방법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이다.80) 즉 3~4단계는 실질적으

79) GAO(2008), 앞의 책.
80)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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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호인정의 운영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체결 및 관련 세부 운영사
항의 협의 완료까지 이르는 단계로서 특혜부여범위, 기업정보의 교환 등에
대한 3국 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3국 간 제도의 차이
가 클 경우 실질적으로 3국 간 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3~4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3~4단계 이전에 3국 간 공동연구 및 협의체
를 통해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
토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 3국 AEO 제도가 서로 통일
성을 가지게 되고, 세관행정에 대한 상호 간 신뢰성이 제고될 경우 3~4단계
에서의 조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여진 바와 같이 각국
은 서로의 상황에 맞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3~4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조정ㆍ합의 또한 3국의 공동협의체를 통
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1~2단계 수행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협의체를 통해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 문제
가 될 수 있는 부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실무자 간의 협동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3국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우 양자간 협정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특히 중국의 경우 제도 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
들 외에도 실제 협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3단계의 합의ㆍ조정 절차는 1, 2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추
진되는 것이 아니라, 1~4단계의 절차가 합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몇 번에 걸
쳐 반복해서 진행되는 단계적 합의의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ㆍEU 간 상호인정 추진사례와 같이 공
동협력기구(공동관세협력위원회)를 창설하여 위원회의 주도 아래 일부 지역
에 한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즉 일부
항만, 공항 등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험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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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협의ㆍ개선한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중국ㆍEU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 컨테이너의 적입시점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공급망, AEO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 선적전 보완통관을 위한 데이
터 요구사항, 세관통관을 위한 최소위험규정목록(minimum risk rule set)과
최소통제표준(minimum control standards), 보안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
고 적법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IT 및 기술적인 솔루션 등을 시험하고 합
의할 수 있다.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현재 많은 국가가 자국의 수출입물류보안(AEO)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AEO
상호인정정책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더욱이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간
의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통해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우리도 주요국과의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이 최소 1년여 이상 소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체결실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가능하다면 다수의 상대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AEO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기간도 짧고 활성화를 위
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AEO 관련 제도의 보완
과 상호인정 체결의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서로 상대국의
제도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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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
서 단계별로 타깃국가 선정 등 세밀한 로드맵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EO 관련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기능
또한 효율적으로 배치ㆍ운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EO 상호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았다.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EO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결대상국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
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재진(2008)은 주요 국가별 AEO 상호
인정협정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선추진 1순위 및 2순위 대상국, 중
기추진 및 장기추진 대상국을 분류ㆍ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우선추진대상국
을 선별한 기준은 ① WCO SAFE Framework와 유사 또는 일치하는 AEO
제도 도입․시행 국가, ② AEO MRA 체결 또는 협상 경험을 가진 국가,
③ 관세청 간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여부, ④ 수입통관장벽(무역자유화지

❚ 표 4-1. MRA 추진대상국의 우선순위별 국가 분류 ❚
MRA 추진대상국별 우선순위

순위분류
단기

우선 1순위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선 2순위

일본, 캐나다, EU, 호주

우선 3순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멕시코, 필리핀, (노르웨이)

중기
중장기
장기

인도, 브라질, 터키, 요르단, 칠레,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파나마,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주: ( ) 안의 국가들은 우선추진순위에 의해 진행하되, AEO 도입경과 고려 필요.
자료: 안재진(2008b), 물류보안 민ㆍ관 협력제도(AEO)의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전략 연구｣, 한국관세무역개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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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⑤ MRA 체결에 따른 소모시간 및 규정 상의 난이도, ⑥ MRA 체결
후 중요성 또는 수출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다.
안재진(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추진대상국 리스트를 바탕으로, 관세
청의 역량 및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수립하되, 대내외 추
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조정 및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한ㆍ
중ㆍ일 3국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우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를 때 일본 및
중국 뿐만 아니라 단기 추진대상국과의 체결이 모두 완료된 이후 중기전략
의 일환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일본은 정책적으로 AEO 및 AEO 상호인증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등 향후 체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계속하고 있
으며, 우리 또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AEO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별 지원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AEO 상호인증협정은 단순한 협상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검증) 등에 각 협의 건별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시다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국가별로 AEO 제도의 세부적인 특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상호인증 시의 주
요 이슈 또한 각 사례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바, 각 대상국가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단계별 협상대상국
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AEO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단계에서부터 협
상 및 최종 체결단계에 이르기까지 특정인력(팀)이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관세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
세관직원 프로그램81)을 국내외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 담당자 간 교류 활성
화를 통한 향후 AEO 상호인정 추진의 사전협력사업으로 확대하여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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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다발적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해서는 조사 및 협상에 소
요되는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적 차
원에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확대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수출 활성화 및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 유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수출 활성화
및 투자 유치와 연계된 예산의 일부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AEO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가 수립 및 보완될 필요가 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기업 수는 아직 주요 AEO 시행국들에 비해서 매
우 적은 수준인데, 인증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AEO 상호인증
으로 인한 효과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EO 인증에 부담을 가지
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의 인증절차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지원 혹은 인증 여부 판단 시 평가요건의 부분적
인 완화 등의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AEO 인증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82)은 중소기업의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 이행
시 주요 당사자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관세청의 AEO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둘째
는 AEO의 Leading 당사자 구성 및 AEO 관련 정보공유의 Platform(민간
협의체) 지정, 셋째는 주요 AEO 당자자별 교육기관의 지정, 넷째는 AEO
활용 매뉴얼 확보와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 다섯째는 관세청 예산 확보를 통
한 중소기업 지원, 여섯째는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의 협력적 관계 구축, 일곱
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방안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81) 관세청은 KOICA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발전지원을
위해 외국 세관직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2) 관세무역개발원(2009),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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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실성 검토 및 시행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AEO 상호인증전략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우리의 통관 정
보화 및 효율성 수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함께 APEC이 선정한 전자무역시스템의 선도
국가(Advanced Country)로 분류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 4-2. APEC 국가별 전자무역시스템 수준 평가 ❚
등급
Advanced

국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Medium

대만, 호주, 미국

Primary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Growing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Start

필리핀, 베트남, 페루 등

자료: APEC(2005), “Symposium on the Assessment and Benchmark of Paperless Trading.”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AEO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관정보화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이전사업 등을 통해 상호
간 관세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상호인정이 용이하도
록 양국(지역)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표준화를 주도
할 수 있다면, 향후 한ㆍ중ㆍ일 상호인정협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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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APEC ‘2010년 제1차 통관절차 소위원회’에서는
APEC 역내 통관절차의 조화와 간소화를 통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
획,’ ‘APEC 통관단일창구’ 등을 마련, 공인된 경제운영인(AEO,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환경보호 관련 세관의 역할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
며, 특히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APEC 차원에서도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의 하나로서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국가 간 MRA의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
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향후 상호인정협정 체결 여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
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앞서 국내 AEO 제도의 질적 개
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MRA 추진을 통해 APEC 내 AEO의
상호인정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AEO 도
입시기는 빠르지 않으나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
는 등 제도의 체계화 수준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FTA
체결국을 비롯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MRA 추진을 통해 상호
인정에 관련한 제도정비 및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국가별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상호인정협정 대상국
을 선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역거래대상으로의 중요
도뿐 아니라 상호인정협정 체결 경험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대
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현실적으로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의
협상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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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ustoms Administra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Japan for Trade
Facilitation:
Strategy for Mutual Recognition of AEO
between Korea-China-Japan
Hyung-Gon JEONG, Seung Kwon Na, and YooYeon Noh

After 9-11 WTC terror incident, a critical need has arisen for a strategy
endors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to secure the movement of
global trade in a way that does not impede but, on the contrary, facilitates the
movement of that trade. The AEO was introduced to cor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ustoms environment. That i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who meet
criteria specified by Customs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simplified and
rapid release procedures upon provision of minimal information, but non-authorized
company is managed intensively. Thus it is up to Customs to ensure in an
effective manner the safety of cross-border trade. Recently, as AEO programs
became a new customs barrier, Mutual Recognition between each country's AEO
program is expanding.
In the case of Korea, MRA with USA and Canada will be made into a

contract in the near future. But although MRA with China and Japan will be
promoted pending resolution of certain issues, it will be made a reality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as trade partners. S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AEO
program’s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MRA promotion concern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find a strategy for promoting an MRA between 3 countries.
Above all, we can find some characteristics,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entenc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about AEO programs of the 3
countries. First, AEO programs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altogether
classified as “Customs compliance and security programmes” not just “security
programs,” leaving little possibility for incomplete mutual recognition like the
USA-Japan MRA. Second, in terms of operator type, Korea’s scope is the
broadest, while China’s is the narrowest. Third, requirements for AEO of Korea,
China, and Japan is similar, because it is based on “WCO safe framework”.
Fourth, benefits from the AEO is similar in terms of trade facilitation and
reduction of logistics costs, but benefits of being without an AEO is much greater
for Korea than China and Japan. So, if MRA is made into a contract between the
3 countries, more benefits will accrue to Korean companies than Chinese and
Japanese ones. Fifth, AEO was only lately introduced to Korea, which therefore
has the least number of authorized companies. But the gap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is regard will be reduced speedily, because recognition and needs of
companies about AEO continues to expand. Sixth, procedure for AEO
authorization of 3 countries involves a 4 step procedure proposed by USA’s CBP.
Seventh, behavior of MRA promotion is similar, in that main trading partners like
USA and EU receive consideration first as an MRA partner,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3 countries as next targets of the MRAs.
We suggest an MRA strategy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an evaluation
process that includes a comparison of both nations’ programs to determine the

93

Executive Summary │

similarities, differences, gaps, and challenges. At this phase, the three countries
(CJK) should create a joint research council and promote regular interaction. The
second step will involve operational planning and testing phase to determine the
specific approach to how mutual recognition will be achiev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pilot program. For minimizing the time required for this phas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actual conditions by regular interaction, and
check for complementary measures for problems to suggested in previous research.
The third step is a process where pilot measures developed in phase two is
implemented, and the fourth step concludes with declaration of mutual recognition.
For effective arbitration between the countries, the last step must be performed
through a joint research council.
Aside from the positions of three countries, given the fact that a country
such as Korea are highly dependent on other foreign countries, we have to
recognize the political importance of mutual recognition. Also, since the time for
importation is relatively slow, we have to adopt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we must establish a roadmap based on strategic priority for mutual recognition.
Second, professionalization of human capital for AEO, securing related budgets,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 are indispensable for effective
pursuit of the mutual agreement. Third, we need to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based on stimulation of knowledge transfer
activities through competitiveness in information and then lead the regional
standardization in customs information and broad utilization of the AEO system.
Fourth, as the AEO mutual agreement is considered an important agenda for
APEC, it is necessary that we activate the AEO domestically and lead mutual
agreement through improving the system and simultaneous mutu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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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Administra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Japan for Trade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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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Korea-Chin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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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 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
하여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
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은 ① 한∙중∙일 AEO 모두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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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대상범위는 한국이 가장 포괄적 ③ 평가요건은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비교적 유사 ④ 한국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
음 ⑤ 한국은 도입시기가 늦은 것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음 ⑥ 공인 절차는
모두 미국 CBP안을 채택 ⑦ 한∙중∙일 3국의 상호인정정책 유사(거대경제권과의 협정
우선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AEO 상호인정의 정책
적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통관정보화 관련 지역표준화 등을 통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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