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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 도움이 되요
1. 기업 및 제품소개
≊


M사는
산업용 안전화(HS 제6403.40호)의 국산 부자재(갑피 등)를
해외임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2. FTA 활용전 상황
≊


국내산
원부자재를 중국 청도 등 임가공을 통한 신발 갑피(HS 제6406.
10호)를 제조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안창·밑창 및 법랑 코팅처리한
스틸TOE를 삽입 안전화 완제품(제6403.40호)을 제조·생산 후 국내
납품 및 일부 수출

≊

FTA는 수출 완제품에 대해서만 활용

3. 장애 요인
≊

중국 임가공시 매년 인건비 상승, 임가공비 30%이상 인상 및 관세부담

≊

국산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품목분류 등 원산지 관리능력 열악

4. 극복 방법
≊

세관에 통관애로 신청
- 국내 소규모 영세 원부자재 생산 납품업체 15개사의 24여종 상품

≊

세관 지원팀 기업현장 방문 1차 FTA 활용 지원
- 수출자

및 15개 납품업체(24개품목)가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지원을 위해 기업현장 방문 합동 컨설팅 실시

▶ 가죽, 원단, 실 등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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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을 위한 제2차 품목분류 지원
- 세관, 분석실 및 수출자 합동 개별원부자재 품목분류 최종 확정

≊

旣 수출건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완료
-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으로 기 선적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완료(11개
업체)

5. FTA활용 효과
≊


동사는
사양산업인 신발(안전화)을 제조하면서 자체 기술개발 및 중국
해외임가공을 통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중국

인건비(인건비 상승 연 20%) 및 관세부담 등으로 해외임가공을
FTA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으로써 연 20%이상 원가절감
효과 시현

≊

정량적 성과 : 전체 수출금액 20%이상 증가
-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00%증가(’12년 상반기)
* ’12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전면 철수시 수출실적 추가 증가

6. 시사점
≊


(특징)
국산 원부자재를 사용 해외임가공을 거쳐 신발(안전화)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존 해외임가공을 중국에서 FTA체결
국(인도네시아)으로 이전하여 인건비 및 관세특혜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출 및 이윤 증대
- 국내 영세 원부자재 생산업체(15개업체)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짐
으로써 수출입 동시에 한-아세안 FTA활용을 극대화

≊


(시사점)
수출업체의 매출증가는 국내 영세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1+15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해외 임가공 비중이 높은 기업에 확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