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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정별 특화형

1-2

손바닥 크기의 안경닦이 포
세계를 휘감다
1.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2010년 설립되어 초극세사 클리너 및 프로모션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외 100개국(약 1,000여 업체) 시장 개척으로
매출의 97% 이상을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

제품소개 : 안경닦이 포(HS )

2. FTA 활용전 상황
≊


’10년부터
매해 30회 이상의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초극세사 클리너를 판매할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FTA 활용 관리 미흡
- 한-EU

FTA,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FTA 체약국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요구가 쇄도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또는
미발행 등 원산지 관리체계 미흡 ▶ 해외 바이어의 클레임 다수 발생
- FTA 시대 개막과 동시에 상품 품질에 대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과의 우위를 위해 FTA 활용이 필수

3.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불확실

≊

외주임가공 생산 의존도가 높아 BOM 관리 미흡

≊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제1장 산업·협정 특화형

제2장 원산지관리 효율화형

제3장 원산지규정 활용형

제4장 민·관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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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 방안
≊

(사전진단) 원산지관리 문제점 진단
- 원산지 관리의 기초지식, 원재료 관리방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한-EU FTA 원산지기준 “MC 40%” - 비원산지 재료비 관리 필수
▶ 국내가공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 문제 컨설팅
* 한-미 FTA 원산지기준 “원사 기준(yarn-forward)”
▶ 편직물에 사용된 원사의 원산지관리 방안 컨설팅

≊

(솔루션 제공) FTA 원재료 관리 솔루션 제공
- 한-EU FTA(MC40%) 및 한-미(yarn-forward) FTA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 검토
- 안경닦이 포 원재료 구성내역
원재료

원산지

원산지

YARN

미상

KR

염료

미상

미상

전사지

미상

KR

잉크

미상

KR

* 임가공업체가 구입한 원사(Yarn)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를 위해 공급업체에게 원재료
원산지관리 등 컨설팅 지원
▶ 비원산지 비율 감소로 원산지기준 충족
* 편직물을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원산지 미상) 편직기 8대를 도입하여 역내산
Yarn으로 직접 편직
▶ 부가가치 상승 및 ‘yarn-forward’ 규정 충족

≊

(원산지 검증) 프랑스에서 날아온 FTA 원산지 검증 완벽 대응
- ’13. 2월 프랑스로 수출한 안경닦이 포에 대해 원산지검증 실시
▶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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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 효과
≊

對EU 24%, 對미 21% 수출 금액 증가
- 한-EU FTA 발효전 수출은 약 3백만불(1,316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4백만불(1,737건)로 금액기준 24%, 건수기준 31% 증가
- 한-미

FTA 발효전 수출은 약 1백만불(623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2백만불(791건)로 금액기준 21%, 건수기준 26% 증가

≊

직원수 대비 136%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13년

하반기 수출량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사무직
15명, 생산직 49명을 추가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후검증 대비 완료 및 새로운 판로개척 기대
- 전사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향후 FTA 원산지 검증 불안 해소

5. 시사점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를 위한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