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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

□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FTA 초기효과 극대화

ㅇ 전국 15개 세관의 세관비즈니스센터 전환, FTA 차이나센터

확대 등 FTA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한·중 FTA 활용도 제고

ㅇ 인증수출자·원산지 간편 인정제 확대, 한·중간 원산지정보 전자

교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 완화

*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수출단계에서 양국 세관간 전자 교환하여 수입시 C/O 제출 면제

ㅇ 對중국 역직구 제품에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이용업체 확대 등으로 해외 역직구 활성화 지원

* 역직구 제품에 세관 수출통관 표지(QR코드) 부착으로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제거

ㅇ AEO 인증 간소화*, 통관장벽이 높은 수출대상국과 MRA 체결

확대** 및 이행점검 강화로 수출기업의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 업종별로 인증요건 10∼30% 축소 // ** 베트남, 인니, 브라질, 태국 등

ㅇ FTA 차이나 협력관* 파견, 해외 통관애로 탐사팀* 등을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애로 집중 발굴 및 즉시 해결

* 천진 대련 등 우리기업 진출 지역 //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신흥 대국 대상

□ 면세점 경쟁력을 통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ㅇ 외국인관광객 유치․내수 진작을 위해 규제프리존 內 관광특구

(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및 지역상권 지원책* 추진

* 판촉행사로 지역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온누리 상품권 등) 지급시 특허심사시 우대

ㅇ 외국인의 국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 및 국가적 할인행사시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참여 확대

*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 완료(’15.12월) ⇨ 1.1만개 사후면세점과 시스템 연계 추진



2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 강화 

□ 테러 예방을 위한 국경감시 체계 고도화

ㅇ 감시상황실을「對테러 국경감시실」로 확대·개편하고 세관별

對테러 전담팀(20개 126명)을 운영하여 실시간 국경감시체계 구축

ㅇ 통합 항만감시 시스템(IN-POSS)에 기반한 특이징후 확인 및 해상

단속을 위한 감시정․X-ray 검색기 등 첨단 감시장비 확대*

* ’16년 최신 감시정 4척, 고성능 컨테이너검색기·X-ray 검색기 총 41대 신규배치

ㅇ 주요 항만에 방사능 감시센터 신설, 방사능 탐지기 설치 확대,

우범 항만 선박 선원 집중 감시로 국경관리 사각지대 해소

□ 우범 화물 여행자 자금에 대한 세관통제 강화

ㅇ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획조사 및 혼재화물(LCL)* 검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3D프린터 제작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출입 차단

* 1개의 컨테이너내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적재하여 불법물품 반입의 주요 통로로 활용

ㅇ 우범국가發 항공기 선박·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 확대 등

검사선별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테러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

ㅇ 하왈라*를 통한 환치기, 무역거래 가장 비밀자금 이동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테러자금의 국내 유출입 예방

* 전세계 조직망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 전통 송금 시스템

□ 테러 예방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국정원 경찰청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출입국사무소 등 CIQ 기관과 테러우범자 공동 감시체계 마련

ㅇ 우범 여행자 선별 강화를 위해 EU로부터 승객예약자료*(PNR)

입수를 추진하고 외국 세관당국·국제기구 등과 정보공유 확대

* 현재 EU를 제외한 25개국 58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PNR) 입수·활용

3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 2016년도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ㅇ 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관 세수목표 52조원*과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1.2조원을 차질 없이 징수

* 전체 국세 222.9조원의 23.3% 수준(수입액 5,239억불, 환율 1,140원/$ 기준)

ㅇ 세관별 세수분석 전담팀을 운영하여 산업별·업종별 특이

사항을 조기 발견·대처할 수 있는 상시 세수관리체계 구축

□ 조세회피 고위험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ㅇ 탈세 고위험분야 분석 확대, 새로운 심사방식 개발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체계 강화

ㅇ 관세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對기업 프로파일 체계화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과다환급 관행 제거를위해불성실환급가산세를도입 추진

ㅇ 범칙조사 착수단계에 재산정보를 조기 확인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無재산 체납자에 대한 KAMCO 징수 위탁 시행

* 체납의 대부분이 범칙사건의 고액체납으로, 재산 은닉以前 재산조사 및 보전압류 시행

□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

ㅇ ACVA* 전담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세가격을 조기에

결정하여 납세자와 조세분쟁 예방 및 납세 순응도 제고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ㅇ 과세처분前 집중심의제 도입, 내외부 법률전문가 참여 등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개선으로 관세조사 처분의 정확성 제고

ㅇ FTA 원산지검증 분야에도 과세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특혜관세 사후 추징의 공정성 확보



4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척결

□ 밀수 근절을 통한 건전한 무역환경 조성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담배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안전용품을

「4대 밀수척결 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담 단속팀* 운영

* 본부세관별(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전략단속 분야 전담 4개팀 지정 운영

ㅇ 계절별 수요증가* 및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고위험 품목에

대한 시중 동향분석 및 연중 기획단속 강화

* (먹거리) 설 추석 김장철, (휴가용품) 여름 휴가철, (해외직구품) 블랙프라이데이

ㅇ 고위험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도난 물품의 밀수출 차단

□ 불법자금 유출입 차단으로 외환거래질서 확립

ㅇ「블랙머니 추적팀」신설 및 특별단속을 통해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자금세탁 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엄단

ㅇ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 강화로 환전업 거래질서 확립

ㅇ 조달 복지용품 등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보조금 무역금융

편취 위험분야 기획조사 확대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트너쉽 확대

ㅇ 수출입 관련 특별사법경찰기관 협의체 신설로 단속기관별

집중수사 분야 조정 및 수사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

ㅇ 해외정보 수집팀 파견, 세계관세기구 외국세관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국제범죄 및 불법무역 공급망 발본색원

* WCO RILO AP와 담배밀수 합동작전(크로커다일), 홍콩 베트남과 금괴 밀수단속 공조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물품 근절

□ 불량·유해 물품 반입 차단체계 강화

ㅇ 범정부「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의회」를 신설(’15.12월, 관세법개정)

하고 통관단계 협업검사 확대로 국민생활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반입 취약경로별 특화단속 체계 확립과 ‘마약위험관리

포탈’ 구축* 등 정보체계 강화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

* 은닉수법·밀반입 루트·우범자정보 등 적발사례 및 국내외 정보 등 실시간 공유·활용

ㅇ 중점감시 수입품목에 먹거리·식의약품을 확대 지정(현행 127개

품목)하고 검사율 상향 조정 등 통관관리 강화

□ 수입물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근절

ㅇ 농관원·수품원 등 단속기관·생산자단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확대*로 수입품의 국산둔갑 근절

* 관세청장 주관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협의회」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ㅇ 성분 용도 등 수입품의 정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시중단속 권한 확보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기반 마련

ㅇ 세관인증 병행수입제품 전문 쇼핑몰* 운영 지원 및 가짜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안전 침해물품 단속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 병행수입제품의 검수·판매·반품·AS 등을 일괄 서비스하는 온라인 전문매장 구축

□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해 물품 반입 근절

ㅇ 사이버밀수 수사팀(2팀) 및 방통위 특허청 등과「사이버 불법거래

방지 협의체」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판매 차단

ㅇ 특송화물 집중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

하여 마약 밀수의 배후조직까지 소탕



6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 국익제고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 전개

ㅇ 현지진출 통관분쟁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청장회의 해외통관

환경 설명회를 집중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환경 개선

* 베트남․인니․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 등

ㅇ WTO ITA EGA*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 IT 환경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품목분류 등 국제협상 지원 확대

* 정보기술협정(’16.7월발효) : 201개 IT제품관세인하 // 환경상품협정(협상中) : 환경상품 관세인하

ㅇ 美 中 EU 등 FTA 체결국과 특혜요건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이행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특혜관세 배제 최소화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확대

ㅇ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旣수출국을 대륙별 거점으로 활용하여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UNI-PASS 확산전략 추진

ㅇ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 무상 자금지원*을 통하여 UNI-PASS 수출 확대 가속화

* (EDCF 차관) 스리랑카, 니카라과, (KOICA 차관) 에티오피아, (WB) 카리브 국가

ㅇ 수출가능 개도국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BPR) 사업을 확대하여 UNI-PASS 수출기반 확대

□ 글로벌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국제 기여도 제고

ㅇ 개도국 장학 프로그램 운영, WCO IT AEO 컨퍼런스 지원을

통한 한국 관세행정제도 확산 등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ㅇ 국제훈련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외국 세관직원 훈련 및 내부

인력 양성 등 연수원을 글로벌 세관인력 양성의 메카로 육성

7  미래 관세행정 발전 기반 확충

□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업무 재설계

ㅇ 인력부족과 수출입통관 FTA 지원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개편* 시행(’16.1월)

*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통폐합하고 절감인력(170명)을 FTA 지원 등에 활용

ㅇ 주요 업무절차를 부패 위험성 관점에서 점검 분류 관리하는

청렴지도(Clean-Map)를 작성 활용하여 부조리 요인 제거

ㅇ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X-ray

훈련 센터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 일 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

ㅇ 4P-UP* 중심의 훌륭한 일터(GWP : Great Work Place) 만들기

캠페인 가속화와 내재화를 통한 생산적 공직문화 조기 정착

* 4P : 자긍심(Pride), 효율성(Process), 전문성(Professionalism), 업무환경(Place) 개선

ㅇ 연속성있는 조직의 문화수준 개선을 위해 관세청 조직문화

지수(CCI)를 개발하고 진단 공표 확대 시행(본청 ⇨ 전국세관)

□ 4세대 국종망 및 특송물류센터의 성공적 개통 운영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외부 연계

기능 종합점검 및 시험운영 등을 통해 無결점 시스템 구축

ㅇ 개통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Help-Desk 전담조직 등을 통해 시스템 운용 조기 안정화

개통
일정

’16. 1월 2월～3월 3월～4월 4월 4월～7월

테스트 완료 시험 운영 최종 점검 시스템 개통 시스템 안정화

ㅇ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완공(’16.7월)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 등의 효율적 통관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