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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사돈의 팔촌?
알고보니 일촌지간!
1. 기업 및 제품소개
≊


Q사는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체로 주력 품목은 전자부품·TV부품
등이며 동종업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견기업

설립일자

업종

1979년 7월 전자부품

매출액(’11년) 종업원수
578억

150명

주요 생산물품
금형설계, 개발 및 TV부품
(Cover-rear, Ass'y Bracket, Heat Sink등)

2. FTA 활용전 상황
≊

FTA는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로 인식하여 무관심으로 일관
- 동사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래선이
멕시코 등 FTA비체결국으로 FTA에 대해 무관심
- 그러나

’11년 EU 국가인 헝가리 M사와 신규 직수출계약 체결 및 같은
시기 국내의 S전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으로 FTA 활용 검토

3. 장애 요인
≊

FTA활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
-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별 HS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할 업무능력 한계점 발견
- FTA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동사와 동사의 협력업체
역시 원산지증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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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 방법
≊

세관과 거래처의 FTA 합동컨설팅으로 최적의 원산지관리방법 고안
- 수출(납품)물품의

주 원재료 1~2종류를 역내산 재료로 입증할 경우
여타 원재료가 역외산으로 계상되더라도 원산지기준 충족(MC 50%
이내)

▶ 가격비중 높은 일부 원재료 집중 관리로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
≊

체계적인 품목분류 오류 정정 및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 (품목분류)

수출물품과 국내 거래물품 및 소요원재료의 품목분류
재검토(통관대행 관세사)

▶ 일부 오류 정정(원재료·생산물품 HS정비 완료)
- (원산지관리)

사내 원산지관리전문가 양성(원산지관리교육 등 참여 3명)
- (인증수출자)

인증 과정시 최소비용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트레이스 방식*의 원산지관리 사용(협력업체 교육) ▶ 인증(’12.5)
- FTA포탈사이트를 통해 협정별 자료와 실무가이드 및 FAQ사례 수집

5. FTA활용 효과
≊

거대시장 EU지역 수출 증대 예상
- ’11.12월부터 수출거래를 시작한 헝가리 M사의 바이어 측에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 헝가리 거래선 확보를 계기로 ’12. 6월 이후 수출
증가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영업 경쟁력 확보 및
EU지역 관세 3%절감에 따른 수출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EU지역의
새로운 거래선 확보 기대
-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국내 판매도 매출처 요구인 원산지
확인서 발행으로 향후 국내 매출 주문량 안정적 확보

6. 시사점
≊


트레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원재료 중 가격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원산지관리 소요비용 및 시간의 획기적 절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