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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규정
도입의 배경
□ 수출통제 강화와 무역 촉진의 동시 추진
○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 공
급망(supply chain)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합
법적인 국제무역은 촉진한다는 것이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개편의 주요 경향의 하나임.
- 정보의 사전 입수, 위험 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도가 높은
거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
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의
무역활동은 보호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AEO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관세규약의 개정은 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세관 통제와 관련한 EU의 안보 구상
○ 2003년 7월 말, EU 위원회는 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은 제출하였음. 이들 조치에 두 개의 의견서(two communications)
와 공동체 관세규약(Community Customs Code)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 여기에는 조화된 위험평가 시스템(a harmonized risk assessment
system)과 같은 EU의 국경통제에 대한 새로운 안보관리 모델의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공동체 관세규약의 개정은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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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648/2005호”[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ic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ode: 이하 ‘신 규칙’]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음.
- 신 규칙 제648/2005호는 공동체 관세규약을 제정한 기존의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한 것인데, 안보 관련 조항들이 수정되었다고
하여 ‘안보 개정(security amendment)’으로 불리고 있음.
○ 동 규칙은 통제 체제, 재정 능력 입증, 세관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
록과 관련한 공동의 기준을 따르는 사업자(operator)에게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의 자격을 부여하고,
세관 절차의 간편화(simplification)나 안전 및 안보관련 원활화
(facilitation)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AEO 제도 도입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 세관 안보 프로그램(Customs Security Programme, CSP)
○ 세관 통제와 관련한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관안보프로그램이라
는 개념 하에 포괄됨.
○ CSP는 통제강화와 무역이 촉진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고 함.
- 내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통제를 제시하고,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공급망
(supply chain)의 안전을 도모함.
- 자신이 속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증명한 무
역업자에게 세관절차의 원활화(facilitation)의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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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안보 프로그램(CSP)

통제 기준
→ 통상적인 통제 기준
→ 통상적인 위험 지표
→ 다른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조 및 글로벌 협력

무역 원활화
AEO 프로그램
․통관절차 간소화
(simplified custom
procedures)
․안보 요구사항에 관한 원활화
(facilitation on security
requirements)

자료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customs/policy_issues/customs_security/index_en.htm

2. EU 관세 규약 수정의 주요 내용
○ 공동체 관세규약을 개정하는

새 규칙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EU로부터 수출되거나 수입하는 재화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세관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
- 공인 경제 운영자에 관한 규정
- 공동체의 통일된 위험관리(risk-management) 체계 도입에 관한
규정. 이 때 정보처리 기술의 활용이 주요한 과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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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전/도착전 신고1)
○ 유럽 위원회는 2003년 7월 미국 컨테이너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과 연계된 요구 사항을 포함한 국경 간 재화 이동의 안
전 및 보안과 관련한 여러 조치들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제안한 바 있음(COM(2003) 452 of 24/07/2003).
-

각료회의

공동입장으로

정리된

이

제안(OJ

C

038E

of

15.02.2005, p.36)은 2005년 2월 23일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
으며, 관련 규정들이 공동체 관세규약의 안보수정에 포함되었음.
○ 관세규약 수정 규칙에 의하면 무역업자들은 공동체 세관 영토내로
들여오거나/영토로부터 나가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세관 당
국에 제출해야 함.
- 규칙의 전문 제 7조에서
“적절한 리스크에 기초한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나 선박
이 공동체 세관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히 통과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동체의 세관 영토에 진입, 진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도착 전 혹은 출발 전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이
러한 정보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오기 전이나 나가기
전에 취득 가능해야 한다”(Regulation(EC) No 648/2005의

전문

제 7항).
- 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여온 상품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바
다나 하늘을 통해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 신고
서(summary declaration)를 진입 세관 사무소(custom office of
1) AEO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출발전/도착전 정보 요구와 위험 관리 시
스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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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에 제출해야 한다(제 36조 a항, 관세 규약 제3편 1장에 삽
입).”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관 영토의 바다나 하늘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신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곳
에서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 182조 a 항, 관세 규약
제5편에 삽입).”
○ 이러한 출발전/도착전 신고 규정은 보다 나은 위험 분석과 세관 절
차의 간소화나 면제 조치들이 상품이 도착 즉시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역업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할 것임.
○ 동 규칙에는 출발전/도착전 신고의 시한, 신고 내용, 면제 조건 등
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정해질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실행 규정들이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
기 전에는 이 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임.
- 도착전/출발전 신고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
- 상기 정보 제공의 시한
- 이러한 시한의 변경이나 면제에 관한 규정
- 회원국들간의 위험 정보 교환의 틀
○ 2006년 중순 이들 조항들이 발효될 것을 대비하여 각국 행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이 포함된 조세 및 관세동맹 총국(Directorate-Gene
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 의해 작업그룹이 발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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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전/도착전 신고서 제출의 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
고 있음.
- EU의 세관 영역 내에서 24시간을 초과한 항해를 통해서 세관 영
토 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의 시한은 24시간이 적용
될 것임.
-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전자적 신고의 경우 2
시간,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4시간 전에 사전 통고를 하면 될 것임.
- 세관절차에 따라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재화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세관 신고서가 출발 전 통지로 사용될
것임.
□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한 공동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 Regulation(EC) No 648/2005은 리스크 관리(rsik-management)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로 정의하고, 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세관통제가 자동화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위험분석
에 기초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계량화하며, 그 위험요
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규칙은 약식 신고서(summary declaration)와 세
관 신고서(custom declaration)가 원칙적으로 전자 문서 형태로 제
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약식 신고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다......세관 당국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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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경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약식 신고서에서 적용
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문서
로 된 약식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36조 b항).”
- 또한 필요할 경우 세관당국이 경제 운영자의 컴퓨터 내의 자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규칙은 세관 당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정보보호에 관한 국
제협약과 EU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세관 이외의 당국이
나 다른 회원국의 세관 당국, 그리고 유럽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음.

3. 공인 경제 운영자(AEO) 규정의 주요 내용
□ EU 세관 통제에 있어서 AEO 조항의 위치
○ 유럽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신뢰할만한 경제 운영자(사업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case by case) 세관절차 간소화 권한을 부여해 오고 있
음.
○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안전 및 안보, 특히 국제 공급 체인의 안
전한 확보와 관련하여 EU는 안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고, EU 레
벨의 시스템으로 일반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이 개념은 신뢰할 만한 사업자이며, 안보 및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는 경제운영자에게 AEO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임. 이러한 자
격을 부여받은 경제 운영자는 공급 체인상의 안전한 거래자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역 거래자라는 특정의 지위을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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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개념은 기존의 EU의 세관 권한과 간소화 체계를 포함함.
□ AEO 관련 조항
○ Regulation(EC) No 648/2005은 전문 3조에서
“회원국들은 통제 시스템, 금융 능력 및 컴플라이언스 기록에 있어
공동 기준에 부합할 경우 어떠한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인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일단 특정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면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관 법규 적용에 있어 간소화
(simplification)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이들 운영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공인된 경제운영자들
이 특정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정 조건을 만족
시킨다면 이들 운영자들이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5조 a항에서는 AEO 지위 부여의 조건과 AEO에 부여되는
혜택이 규정되어 있음.
“세관 당국은 필요하다면 기타 당국의 자문을 거친 후에 2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입각해 공동체 세관 영토에 위치한 어떠한 경제운
영자에 대해서도 AEO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AEO는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세관 통제와 관련하여 원활화(facilitation)
와/혹은 세관 법규에 의해 제공되는 간소화(simplificaion)의 혜택을 받
는다.
공인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세관 통제를 침해함 없이 2항에서 정
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서 인정된
다. 세관 당국은 AEO 지위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고, 공동체 세관
법규가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간소화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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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여
야 한다.“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세관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운송기록의 관
리 시스템
- 재정 건전성(financial solvency)
- 필요할 경우 적절한 안전 및 안보 기준"
○ 같은 조항에서 AEO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과 AEO 지위에 대한 조
건 등 실행규정이 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 즉, AEO 지위부여, 간소화 활용의 자격부여, AEO 지위 및 간소화
자격 부여 권한을 가지는 세관 당국, 안전 및 안보와 관련한 세관 통
제의 원활화 혜택의 형태 등이 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정해질 것임.

- 또한 AEO 지위는 한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로 제한될 수 있으
며,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특별한 범주의 공인경제운영자
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의해 설정된 요구 사항들이 면제될 수 있다
는 조건 하에 부여됨.
□ AEO의 종류 세부 내용
○ AEO의 혜택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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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간소화(customs simplifications) : 공인된 위탁자(authorized
consignor), 집중화된 통관 절차와 면제 등 세관 규정에 의해 제
공되는 절차의 간소화
- 안보 원활화(security facilitation) :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세관
통제의 원활화(facilitation)
․통상적인 수입업자보다 낮은 위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국제 세
관협력 협정(International customs cooperation agreement)에
기초하여 상호 인정하는 것 등
○ 따라서 AEO의 자격 조건 역시 둘로 구분할 수 있음.
- 세관 간소화의 혜택만을 원할 경우에 AEO는 재정 및 세관 신뢰성
을 위한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안보 요구 조건은 따를 필요
가 없음.
․재정 건전성, 세관 요구조건 이행의 적절한 기록, 적절한 세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 거래 및 운송 기록 관리 시스템
- 안보 간편화 혜택을 원하는 AEO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함께 특
정의 안보 기준과 요구사항 충족시켜야 함.
․자신의 사업장이나 출하장소에 대한 무단진입의 방지 등
- AEO 지위 부여의 기본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측면을 통합하
거나, 세관 간소화 권한을 부여 받은 AEO가 다른 권한을 부여 받
는 것은 용이할 것임. 이 경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안보 원활화
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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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운영자는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음.
- 해상운송업자는 그가 이용할 필요가 없는 세관 규정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임.
- EU 이외 나라와 거래하는 수출업자 및 국제 공급체인에서 안전하
고 믿을만한 파트너로 간주되고자 하는 무역업자는 간소화 및 원
활화 둘 다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비슷한 맥락에서 인증 역시 세관 간소화, 안보 원활화,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부여받는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시행 규정
○ AEO 제도는 시행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때 적용된다고 할 수 있
음. 시행 규정은 2006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행규정을 위한 초안(Operator's Guidelines on Standards and

Criteria)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 ‘Custom 2007
Project 2007 Group’에 의해 제시된 바 있음.
○ 동 보고서는 AEO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5a조 2항에서 제시한 기준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세관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 경제 운영자는 지난 3년간 세관 및 세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운영자는 입수 가능한 기록에 근
거해서 판단될 것이며, 보다 빈번하고 엄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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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운영자의 소유주나/혹은 주요 주주, 그리고 법적인 대표자는
세관 및 세무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함. 세관 및 조세 규정의 위반 정도는 각국의 처벌 법규에
따라서 판단될 것임.
○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운송기록의 관리
시스템
- 세무/관세 목적의 회계감사 기록의 존재 여부
- 세관 당국은 필요할 경우 기업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회계체계, 내부 행정 및 물류 절차를 변화시키는 모든 요
소에 대해서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회계 시스템의 이용
․재고 관리, 상품의 이동 경로 추적, 회계 장부의 평가 및 유지
- 물류 시스템은 공동체 상품과 비공동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절한 행정 조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존재
- 수입/수출 허가 처리 절차의 존재
- 밀수 방지(anti-smuggling)와 관련한 기업 정책의 존재 및 임직원
의 동 정책 및 관련 조치들에 대한 인식
-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하고 회사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조치
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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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백업, 복구, 보관에 대한 합의된 절차
○ 재정 건전성(financial solvency)
- 경제 운영자와 필요하다면 그 모기업의 AEO 지위 신청 당시나 가
까운 장래의 재정 건전성이 증명되어야 함. 즉, 경제 운영자는 어
떠한 형태의 지불 불능 상태에 있어서도 안됨.
○ 적절한 안보 및 안전 기준
- 불법적인 진입과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등 적절한 물
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 선적 및 출하 장소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봉쇄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통제 조치
- 재화의 출입을 처리하는 조치들이 재화의 물리적 추가, 교환, 손
실 및 선적 단위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제한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
한 수단
- 경제 운영자는 국제 공급망의 안전을 위하여 공급자와 고객의 신
원 파악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경제 운영자는, 각국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직원에 대
한 심사와 잠재적인 직원에 대한 인터뷰, 입사 지원서의 확인 및
주기적인 배경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
- 보안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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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측면
○ AEO의 개념은 글로벌 수준에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함.
- 이는 국경에서의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가능하게 하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상이한 행정절차
를 밟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AEO 지위는 EC 역내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호 인정
의 틀로 발전할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컨테이너 안보에 관한 미-EC 협력의 목적과 동일
함. 미-EC는 호혜주의(reciprocity), 안보기준의 상호 인정 및 비즈
니스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 EU와 미국은 AEO와 C-TPAT(Custom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간의 상호 인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세관기구(World Custom Organization, WCO)는 안전한 무역
을 위한 통제 강화와 무역 원활화의 균형을 위한 세관 통제의 기
준을 설정함에 있어 AEO를 주요한 개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4. 시사점
□ 세관 통제 강화와 무역 촉진을 위한 시도
○ AEO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EU 관세 규약의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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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 체인의 안전 및 보안을 확
보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의
무역활동은 보호한다는 최근의 세관 통제 정책이 구체화된 한 예라
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EU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서 나
타나고 있는 바, 관련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EU 차원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대응 필요
○ AEO 제도가 세관 절차와 관련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의
대EU 상품 수출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므로 정부 및 기업차원
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 동 조치는 EU 회원국의 기업들에 대한 조치임. 그러나 EU 기업에
대한 조치는 곧 우리 기업의 EU 기업과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EU-미국간의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세관 절차에 대한 협의를 통
하여 한 나라의 제도가 타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가 구축되어 나갈 것임.
○ 정부로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필요할 경우 EU 측과의 협상 준비도 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업으로서도 AEO 지위 획득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만약 도
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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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경제운영자로 인정되는 것은 이 제도가 제공하는 간소화 및
원활화의 혜택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경제 운영자에게 이득이
될 것임.
․AEO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안보와 안전에 관한 AEO의 지위는 그 운영자가 국제 공급체인의
안전한 참여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무역
파트너로 선택될 수 있을 것임.
□ 기업 인증제 도입 움직임 주목해야
○ AEO 제도의 도입은 넓은 의미에서 기업 인증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세관 차원에서 추진되는 AEO나 미국의 C-TPAT, 통제 당국 차원
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 수출허가 및 글로벌 수출허가, 기업 차
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 인증제 등이 넓은 의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영역에서의 기업 인증제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체적으로 적절할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 부여와 이를 통한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촉진 필
요성은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와 비
례해서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인증보유 여부는 기업의 국제경쟁
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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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
ㅇ EU 세관 코드 개정의 또 다른 시사점은 EU 차원에서 세관 절차의
정보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임.
- 약신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
한 전자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EU 및 미국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세관 절차의 정보화는 한국에서
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 이를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세관 정보화 시스템은 수출의 원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관련 시스템을 위험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집행 효율화를 위해 보완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 EU 등의 세관 정보화의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음.
ㅇ 한국 세관 정보화 시스템의 내용 및 장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세관 정보화 추진 중인 나라들에 홍보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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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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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회와 각료이사회(Council)는
유럽 공동체를 설립한 조약, 특히 26, 95, 133, 135 조(條)를 고려하고,
위원회(Commission)의 제안을 고려하고,
유럽 사회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 조약의 251 조가 지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이사회규칙(EEC) 2913/92는 수출입되는 상품의 세관 처리에 관한 규
칙에 대해 규정한다.
(2) 유럽 공동체 세관 영토를 왕래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에 있어 동
등한 수준의 보호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
동체 내에 동등한 세관 통제 수준을 수립하고, 회원국에 의한 조화로운
세관 통제 적용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를
적용하는 데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제는 공동체
및 그 시민과 교역국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품과 경제운
영자(economic operator)의 선별에 있어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정과 위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과 위원회는 공동체 전반에 적용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우선적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세관 통제와 합법적 무역 사이의 적절한 균형
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또한 공인된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조화로운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준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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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이 회원국들의 임의 점검(spotcheck)에 의한 상품 통제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3) 회원국들은 통제 시스템, 재정 건전성 및 준수 기록에 있어 공통 기
준에 부합할 경우 어떠한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인된 자격을 부여해
야 한다.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일단 특정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
면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
관 법규 적용에 있어 간소화(simplifications)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이들
운영자에게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공인된 경제 운영자들이 특정 간소화 작업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
건을 만족시킨다면 이들 운영자들이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간소화 사용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다른 회원국들은 운영자의 통제 체제,
재정 건전성, 혹은 준수 기록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이것이 이
미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간소화 작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은 거쳐야 한다. 다른 회원
국 내에서 간소화를 활용하는 것은 관련 당국 간 합의에 의해서도 조율될
수 있다.
(4) 세관 법규 적용의 간소화는 공동체 세관 코드에 정의된 세관 통제, 특
히 안전과 안보와 관련한 통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통제는 세관 당국의 책임이며, 공인된 경제운영자의 지위는 세관
당국이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통제에 있어 경제 운영자
에게 원활화(facilitation)의 편의를 허용할 때 하나의 요소로서 인정되어
야 하지만 통제권한 자체는 존속된다.
(5) 수출입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는 관련 회원국 및 위원회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되고도 안전한 체계가 구축되어 관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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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3국도 공
유할 수 있다.
(6) 경제 운영자에 의해 세관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가 그 회원국이나 다
른 회원국의 세관 이외의 당국, 위원회, 혹은 제3국의 당국에게 공개될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자료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가 1995년 10월 24
일 공표한 지침(Directive) 95/46/EC와 공동체 기구 및 단체에 의한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2000년
12월 18일의 Regulation(EC) NO45/2001이 해당 당국이나 공동체 세관
법에 따라 자료를 받은 여타 당국이 개인 자료를 처리하는데도 적용된다
는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7) 적절한 리스크에 기초한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나 선박이
당해 영토 내에 정류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
의 세관 영토에 진입, 진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도착 전 혹은 출발 전
정보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상품이 공동
체 세관 영토에 들어오기 전이나 나가기 전에 취득 가능해야 한다. 상품·
운송·경제 운영자 종류에 따라, 혹은 특정 안보 조항에 관한 국제적 합의
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 틀과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이 같은 요구사항은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8) 이 같은 목적에 따라 Regulation (EEC) No 2913/9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Regulation (EEC) No 2913/92 개정 사항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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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삽입 문구:
(4a) ‘진입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ntry)는 세관 당국이 세관
법규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온 상품은 지체
없이 이 사무실로 이송되고 여기에서 적절한 리스크 에 기초한 진입 통제
를 받아야 한다.
(4b) ‘수입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import)는 세관 당국이 세관
법류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여기에서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온 상품
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포함한 세관이 승인한 처리 혹은 사용
(customs approved treatment and use)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4c) ‘수출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xport)는 세관 당국이 세관
법류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여기에서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
품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포함한 세관이 승인한 처리 혹은 사
용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4d) ‘출구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xit)는 세관 당국이 세관 법
규에 의해 지정한 사무소로,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를 나가기 전에 이
사무소로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상품들은 출구 절차의 완료와 관련
된 세관 통제와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받을 것이다.
14항은 다음 문구로 대체된다.
(14) ‘세관 통제’(Customs controls)는 세관 당국이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에 이동하는 상품의 진입, 진출, 운송, 이전 및 최종 용도 그리
고 공동체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품의 존재를 통제하는 세관 법규와 기
타 법령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 조치를 의미한
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품 조사, 제출 자료 확인, 전자적 혹은 수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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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및 진위 확인, 회계 및 기타 기록의 조사, 운송수단의 검사, 수화
물의 검사, 공식적인 조사 및 유사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아래 항목이 추가된다.
(25) ‘리스크’(Risk)는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에 이동되는 상품의 진
입, 진출, 통과, 이전, 최종 용도와 관련해서 아래의 각 항의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과 공동체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품의 존재를 의미한다.
- 공동체 혹은 국가 조치의 정확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 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금융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 공동체의 안보와 안전, 공공 위생, 환경 혹은 소비자에게 위협을 제기하
는것
(26)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
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료 및 정보 수집, 리스크 분석 및 평가, 조치의
기술 및 이행, 그리고 국제적, 공동체적, 국가적 자원과 전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및 검토가 포함된다'.
2. 다음 장과 조항이 삽입될 것이다.
1A장
제5조 a항
1.세관 당국은 필요하다면 기타 당국의 자문을 거친 후 2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입각해 공동체 세관 영토에 위치한 어떠한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도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지위를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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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공인 경제 운영자는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세관 통제와 관련하여 원활화
(facilitation)와/혹은 세관 법규에 의해 제공되는 간소화(simplification)의
혜택을 받는다.
공인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세관통제를 침해함없이 2항에서 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서 인정된다. 세관 당국은
공인경제운영자 지위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고, 공동체 세관 법률에 요구
하는 특정 형태의 간소화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경제운영자에 대
하여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에는 다음이 있다.
-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필요한 경우 운송기
록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계
- 재정 건전성(financial solvency)
- 적절한 안보 및 안전 기준
다음의 규칙을 결정하는 데는 위원회 절차가 사용된다.
- 공인 경제 운영자 지위 부여
- 간소화 이용 자격 부여
- 어떠한 세관 당국이 이러한 지위와 인증 부여 권한을 가지는 가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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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및 안전 관련 세관 통제에 있어 공통 리스크 관리 규칙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편이성의 종류와 범위
- 여타 세관 당국과의 자문 및 정보 제공
또한 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 인증은 한 국가나 그 이상의 회원국으로 제한될 수 있다.
- 공인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 공동체에서 정한 요구사항들이 특별한 범주의 공인경제운영자의 경우
에는 면제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합의가 있을 때 그러하다.
3.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3조
1. 세관 당국은 발효 중인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동체 세관 영토
와 제3국간에 이동되는 상품의 진입, 진출, 운송, 이전, 최종 사용 및 공
동체 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 존재에 대한 세관 규칙과 기타 법령이 정확하
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통제를 실시
할 수 있다.
공동체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목적으로 한 세관 통제는 이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3국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2. 임의 점검(spot-check)과 달리 세관 통제는 자동화된 정보처리 기술
을 이용한 위험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관통제는 국가적, 공동
체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식
별․ 계량화하고 그 위험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목
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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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절차는 공동 리스크 관리 구조를 결정하고 공통 기준 및 우선 통제
지역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회원국들은 위원회와 함께 리스크 관리 수
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다.
3. 통제가 세관 당국 이외의 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해도 세관 당국과 긴밀
한 협조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동시에 동일 지역에서 실시되도
록 한다.
4. 본 규칙에서 제공된 통제의 측면에서 세관 당국과 수의사와 경찰 등 관
련 당국은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의 재화의 진입, 진출, 통과, 이
전, 최종용도 및 공동체 지위를 갖지 아니하는 재화의 존재와 관련된 정
보를 교환하거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나 위원회에 송신할 수 있다.
제 3국의 세관 당국이나 기타 조직(예를 들면 정보기관)으로의 기밀 자료
의 송신은 국제적 협약의 틀 내에서만, 그리고 정보보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특히 개인 정보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가 1995년 10월 24일 공표한 지침(Directive) 95/46/EC와
공동체 기구 및 단체에 의한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2000년

12월

18일의

Regulation(EC)

NO45/2001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4.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5조
특성상 기밀이거나 기밀의 조건하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보안 전문가의
책임 하에서만 처리된다.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당국의 명시적인 허용
없이는 관련 당국은 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정보교환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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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발효 중인 규정에 따라, 특히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요구될 때에
는 허용된다. 어떠한 정보의 발표나 교환도 발효 중인 정보보호 규정, 특
히 Directive 95/46/EC와 Regulation(EC) No 45/2001를 완전하게 준수
해야 한다.
5. 제16조의 ‘세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세관 통제’(customs controls)로
대체된다.
6. 다음 조항들은 제3편의 제1장 내에 삽입된다.
제36조 a항
1. 공동체 세관 구역에 들여온 상품들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영해나
영공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 신고서(summary
declaration)를 해야 한다.
2. 약식 신고서는 진입 세관 사무소에 제출된다.
세관 당국은 다른 세관 사무소가 진입 사무소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송신
하거나 진입 사무소가 전자적으로 필요한 특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사무소에 약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약식 신고서 제출 대신에 경제 운영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의
약신 신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고(notification) 제출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약식 신고서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 이송되기 전에 제출되어
야 한다.
4. 위원회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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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 진입하기 전에 약식 신고서가 접수되어
야 하는 기한
- 첫 번째 항에서 언급된 기한의 예외나 변경에 대한 규칙
- 약식 신고서에 대한 요구가 면제되거나 수정되는 조건
이상의 조항들은 상품 이동, 수송 방식, 경제 운영자와 관련한 특정의 환
경이나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별한 안보 협정이
있을 때 설정된다.
제36조 b항
1.주로 안보와 안전을 위한 세관 통제의 적절한 적용과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국제 기준과 상관행 등을 이용하여, 약
식신고서의 공통 내용과 형식을 설정하는데 위원회 절차가 이용된다.
2. 약식 신고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다. 필요한 특정 사항을 포
함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정보, 항만 또는 운송 정보(commercial,
port or transport information)가 이용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특별한 경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약식 신고서에
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문서
로 된 약식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3.약식 신고는 상품을 가지고 오거나 상품의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의 진
입에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4. 3항에서 명시된 자에 부과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들이 약식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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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항에 언급된 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b) 문제의 상품을 해당 세관에 제출할 수 있거나 제출한 자
(c) 3항에 언급되었거나 (a) 혹은 (b)의 자를 대리하는 자
5. 3항과 4항에 언급된 자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신의 요구에
의해 약식 신고의 하나 이상의 사항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이 다음 사항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a) 당국이 상품을 검사할 의도가 있다고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
보했을 때
(b) 당국이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c) 당국이 상품의 제거(removal)를 허용했을 때
제36조 c항
1. 진입 세관 사무소는 제36조 a의 3항이나 4항에 기술된 기한 만료 전에
세관 신고가 제출된 상품에 대해서 약식 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세관 신고는 최소한 약식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제63조에 의거해 세관 신고로 인지될 때까지 약식 신고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세관 당국은 진입 세관 사무소와 다른 수입 세관 사무소에 세관 신고를 제
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당 사무소가 진입 사무소에 즉각적
으로 정보를 송신하거나 진입 사무소가 전자적으로 필요한 특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세관 신고가 정보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제출되면 제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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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세관 당국은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작성된 세관 신고에 적
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7. 제37조 (1)에서 ‘세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세관 통제’로 변경되고, 제
38조 3의 ‘세관 당국의 통제에 의한’ 역시 ‘세관 통제에 의해’로 대체된다.
8. 제38조 5는 다음과 같이 교체된다.
5. 1항부터 4항까지, 36a에서부터 36c까지, 그리고 39조에서 53조까지
는 공동체 세관 영토의 두 지점을 바다나 공중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일시
적으로 공동체 세관 영토를 이탈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는
상품의 운송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에 머무르지 않는 직항로, 정기적인
항로와 해상수송 서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9.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40조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오는 상품은 이를 가져오는 자, 혹은 경우에 따
라 운송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세관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 수송의 목적으로 영토의 바다나 하늘을 지나가는 상
품은 제외된다. 상품을 제출하는 자는 이미 제출된 약식 신고나 세관 신
고를 참조해야 한다.
10. 제3편 제3장은 제목이 ‘세관에 제출된 상품의 처분(unloading)’으로
변경한다.
11. 제43, 44, 45조는 삭제된다.
12. 제170조 2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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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은 세관 당국에 제출되고 다음의 세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상품이 자유지역지대(free zone)나 면세 창고(free warehouse)에 들
어가더라도 그 상품이 하역된 세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문제의 세
관 절차가 상품 제출 의무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출이 필요 없
다.
(b) 수입관세의 환급이나 면제가 허용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상품은 자
유무역지대나 면세창고에 들어간다.
(c) 상품은 제166조 b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따를 자격을 취득한다.
(d) 상품은 공동체 세관 영토 외부에서 직접 자유지역 혹은 면세 창고로
들어간다.
13. 제176조 2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2. 상품이 자유지역 내에서 환적되면 이와 관련된 기록은 세관 당국의 책
임 하에 둔다. 환적 관련 단기적인 상품 저장은 이러한 활동의 온전한 일
부(integral part)로 간주된다.
공동체 세관 영토 외부에서 직접 자유무역지대로, 혹은 자유무역지대에
서 공동체 세관 영토로 직접 이동하는 상품의 경우 필요하다면 제36조 a
항에서 c항까지, 제182조 a항에서 d항까지에 따른 약식 신고서가 제출되
어야 한다‘.
14. 제181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 181조

- 30 -

세관 당국은 수출 및 해외 가공, 재수출, 중단된 절차(suspensive
procedures), 내부 통과 절차 등과 관련한 절차를 만족시켜야 하며, 상품
이 자유지역이나 면세 창고로부터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도 제5편의 조항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15. 제 182조 (3) 첫 번째 문장, ‘재수출 혹은’은 삭제된다.
16. 제5편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삽입된다.
제182조 a항
1.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들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관
영토의 바다나 하늘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신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갈 때 세관 신고서 혹은 약식 신고서
가 수출 세관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한
- 상기 기한의 예외와 변형에 대한 규칙
- 약식 신고가 면제되거나 수용되는 조건
-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신고서나 약식 신고서를 제
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그 조건
이상의 조항들은 상품 이동과 수송 방식, 경제 운영자와 관련한 특정의
환경이나 형태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 의한 특별한 안보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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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이에 따라 설정된다.

제182조 b항
1. 공동체 세관 영역을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
구되는 세관 신고서를 필요로 하는 세관 승인 처리와 이용 절차에 배정되
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가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수출세관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수출 세관 사무소가 진출 세관 사무소와 다를 경우 수출 세관 사무소는
진출 세관 사무소에 즉각 정보를 송신하거나 진출 세관 사무소가 관련된
사항을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세관 신고서는 최소한 제182조 d항 (1)에 언급된 약식 신고서가 요구
하는 특정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세관 신고서가 정보처리 기술 이외의 방식으로 작성되면 세관 당국은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세관 신고서에 적용된 것과 동
등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제182조 c항
1. 공동체 세관 영역을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되는 세관 신고서를 필요로 하는 세관 승인 처리 및 이용 절차에 배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약식 신
고서가 출구 세관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세관 당국은 다른 세관 사무소에 약식 신고가 제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
다. 이는 당 사무소가 출구 세관 사무소에 즉각 정보를 송신하거나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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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사무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경
우에 한한다.
3. 세관 당국은 경제 운영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 약식 신고 데이터에의
접근과 통고(notification) 제출을 약식 신고서 대신 허용할 수 있다.
제182조 d항
1. 주로 안보와 안전을 위한 세관 통제의 적절한 적용과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국제 기준과 상사 관행 등을 이용하여,
약식신고서의 공통 내용과 형식을 설정하는데 위원회 절차가 이용된다.
2. 약식 신고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다. 필요한 특정 사항을 포
함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정보, 항만 또는 운송에 대한 정보
(commercial, port or transport information)가 이용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특별한 경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약식 신고서에
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문서
로 된 약식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약식 신고서는 다음의 자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a) 상품을 공동체 세관 영토의 밖으로부터 가지고 나가거나 상품의 운송
에 책임이 있는 자
(b) 문제의 상품을 해당 세관에 제출할 수 있거나 제출한 자
(c) (a)나 (b)에서 언급된 자를 대리하는 자
4. 3항에서 언급된 자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신의 요구에 의
해 약식 신고의 하나 이상의 사항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세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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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다음 사항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a) 당국이 상품을 검사할 의도가 있다고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
보했을 때
(b) 당국이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c) 당국이 상품의 제거(removal)를 허용했을 때
제2조
본 규정은 EU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개제된 이후 7일째 발효
된다.
본 규정의 제5조 a항 2, 제13조 2의 2항, 제36조 a항 4, 제36조 b항 1,
제182조 a항 2와 제182조 d항 은 2005년 5월 11일 이후에 적용된다.
다른 모든 조항들은 실행조항들이 이 조의 2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에 기초
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적용된다. 단 제13조, 제36조 a항, b항, c항,
제182조 b항, c항, d항에 기술된 전자 신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진입, 수입, 수출, 진출 세관 사무소 상호간 자료의 전자적 교환
은 이들 조항이 적용된 이후 3년 후에 실행된다.
이들 조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 지 된 후 2년 이내에 위원회는 회원국들로
부터 전자 신고, 리스크 관리 이행 자동화 시스템, 세관 사무소 간 자료
전자 교환과 관련한 3년 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위
원회는 유럽 의회와 유럽 각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3항에서 언급한 3년 기한의 연장을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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