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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지원으로
비용은 절감, 수출은 증가
1.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타이어 주형틀(모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수출품 제작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자체 가공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프로그래머 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

2. 활용 전 상황
≊

B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지만 타이어 주형틀 제작분야에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보에 역점

≊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통해 중국, 루마니아 등 해외에서
수출계약 성사

3. 장애 요인
≊


제품개발
및 생산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경험·지식 부재로 루마니아
바이어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구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출 중단 위기

≊


수출시
본품(주형틀)과 함께 수출하는 예비부분품 추가분에 대한 체약국
검증에 대한 불안감 존재

4. 극복 방법
≊

YES FTA센터의 전폭적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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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원산지 담당자와 상담 실시 ▶ FTA개요 및 활용필요성 인식 ▶
광주세관 예산 컨설팅 연계 ▶ 컨설팅 완료
- 컨설팅과 동시에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결
-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원재료 품목분류 문제 해결
-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본품과 따로 수출하거나 수량이 예비부분품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분품에 대한 추가인증으로 사후검증 대비

5. 활용 효과
≊


對루마니아
수출품에 대한 특혜 관세적용(관세인하 2.7% ⇒ 0%, 2014.
5월 이후 약 3,249 USD 관세 절감) 및 한-미 FTA적용 및 물품취급
수수료 절감으로 수출시장 다양화에 박차

≊


FTA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자신감 획득 및 차질 없는 원산지관리로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

≊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적기 생산물품 공급을 직원 10명 추가 고용
(프로그래머 5명, 현장 가공직원 5명)
▶ 기존 직원수 대비 29% 고용 증대 (35명 ⇒ 45명)

≊


수출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하여 FTA 원산지 관리업무에
대한 자신감 획득

≊


종전에는
원산지 관리가 필요 없는 중국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함으로써 FTA 체결국가인 EU,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확대

6. 시사점
≊


신생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절차나 FTA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컨설팅,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등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