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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과의 전쟁,
승리의 FTA
1.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대표자의 적극적인 실험정신과 25년 미용학원 운영 노하우를
결집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미용전문 회사

≊


주력
수출품목은 여성용 헤어 뷰티 제품인 헤어핀으로 일반 헤어핀의
작용면은 평행하게 작동하는 반면, 동 업체의 헤어핀은 머리카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용면이 곡선인 형태
- 사업주가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국내외에 「특허등록」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타제품과 경쟁

J사 머리핀

일반 머리핀

2. FTA 활용전 상황
≊

중국산 짝퉁의 맹렬한 도전
- 중국산 헤어핀은 저가 판매 공세로 한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국내 헤어 잡지나 해외
전시회 등에 실린 제품들을 중국의 중소 제조업자들이 카피하여
판매함으로써 위협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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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의 우수성
- “한국산”의 품질 우수성은 해외시장에 이미 알려져 30% 정도
비싸더라고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하는 상황으로 헤어핀 제품도
품질적인 면과 함께 최첨단 소재를 원료로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필요성 절감

3. 장애 요소
≊

원산지관리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데……
- 사업주 1명, 경리직원 1명, 생산반장 1명이 회사 구성원 전부로
새롭고 복잡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검증 대비
관련 자료의 생산·보관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

≊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 바이어의 요구대로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의문

4. 극복 방법
≊

세관의 타겟팅 컨설팅
- 세관직원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플라스틱수지로 몸체를 사출하고 스프링과 조립하여 생산하므로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가 변경되므로 충족

주요원재료

ABS(플라스틱 수지), 스프링

주요공정

사출 ▶ 조립 ▶ 검사 ▶ 포장

기술력과 FTA로 시너지효과 창출
- 기업의 기술개발 상품 선제적 미국시장 “특허등록”
- 기업주의 미용학원 경험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을
한·미 FTA 협상 단계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추가 등록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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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는 해당 제품의 짝퉁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난관을
넘어 미국시장의 “절대 강자” 입지 구축 절호의 기회

5. 활용 효과
≊

“30원” 가격경쟁력! 한국산이 시장점령
- 단가가

260원(0.3$)인 헤어핀에 있어 FTA 효과로 생긴 “30원”의 가격
경쟁력은 해당 제품의 거래 특성상 미국시장에서 큰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어 對미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
한-미 FTA수출실적
80,000

1.1 ∼3.15

3.16 ∼ 5.30

-

-

60,000

USD47,008

USD34,448

40,000

USD45,113

USD70,986

20,000

△4%

206%
1.1~3.14

3.15~5.30

6. 시사점
≊

수출 판매 단가의 재협상으로 “수익 재창출” 기대
- 수출자의

C/O 발급에 따른 바이어의 관세절감 혜택은 조정의 여지가
없던 수출 판매가격의 재조정을 위한 협상의 창구가 되어 수출 증대
기대 외에 추가적 수익 창출 효과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