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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설립일자
(소재지)

업 종 매출액
(2011년기준)

종업원수

㈜지텍코리아 2006. 9. 7.
(경기도 의정부시)

직물업체
(화섬,편직물)

44억원 5명

한-미 FTA 활용이 매우 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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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1

원산지증명서 작성 애로

① 해외바이어의 요청 왔는데…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거래선이 끊기겠네

② 원산지증명서가 뭔데?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전화상담으로 쉽게 해결

③ 한-미 협정 원산지기준이 도대체 뭐지?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전화상담으로 쉽게 해결

난해한 원산지기준 알고보니 쉽다
Yarn forward 이니까



한-미 FTA 활용 장애요인 2

원산지증명 단절(중간유통업체 비협조 )

① 거래처가 몇 인데, 원사업체 확인을 받나!!
② 나도 모르는데.. 중간업체들이 알겠어.. 휴~~~~

FTA때문에 회사문 닫겠네.. 

혼자서는 안 되겠다.  고민!고민!고민!혼자서는 안 되겠다.  고민!고민!고민!

세관에 도움 요청!!

①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
② 원산지확인서가 뭐야? 또 원산지기준이 뭔데?

답답하네뭘 알아야지하지… 내 일 하기도바쁜데…

(중간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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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Yarn forward rule

원재료인 실(絲)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면 원산지 충족

실(絲:yarn) 직물(Fabric) 의류(Apparel)



원사업체

중간매매상 편직/  제직

중간매매상

다단계 생산 구조

원산지 입증서류 유통 애로

염색업체

원사업체
중간매매상

양말/의류제조수출업체 원산지
확인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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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능력 부족

오류발급시 법적책임 부담

HS 및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중간유통업체 FTA 무관심/비협조적





전자적정보표현방식인QR코드를원산지증명유통에접목

- 대용량 정보(원사 제조 정보)를 작은 공간에 표현

- 이미지 형태로 복사, 전달이 가능(유통 용이)

-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 판독 가능(원산지 정보 확인 용이)

※ QR코드 정보량 : 숫자 7,089자, 글자 2,958자, 한자 1,817자 표현 가능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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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정보량 : 숫자 7,089자, 글자 2,958자, 한자 1,817자 표현 가능 ≪QR코드≫

QR 코드를활용한원산지정보저장/유통

≪원산지증명서≫ ≪QR코드생성≫ ≪QR코드유통서류≫



Step 1Step 1 Step 2Step 2 Step 3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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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물품의 국내거래 시 서류에 생성하여 부착

- 원산지확인정보(업체명, 품명, 모델 규격, HS Code 등) 원산지

를 입력하여 QR코드 생성, (발급대장 등) 정보관리

⇒ (향후계획)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사업체 관리

≪QR코드발급사이트(예)≫
원산지 정보 입력 발급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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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QR코드



원사업체로부터 QR코드 이미지 사본을 E-mail 등을 통하여 전달받음

QR코드 이미지 사본을 각 단계별 거래서류(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Local L/C 등

거래사실 증빙서류) 에 표시하여 전달

(초기)
직접 유통방식
(초기)
직접 유통방식

(향후)
FTA PASS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
(향후)
FTA PASS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

⇒ 유통이력이관리되어QR코드의불법적사용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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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섬유원료
(Fiber)

원사
(Yarn)

직물
(Fabric)

의류
(Apparel)

QR전달 QR전달 QR전달



QRQR코드가코드가 명시된명시된 거래서류를거래서류를 스마트폰으로스마트폰으로 판독하여판독하여 원산지원산지 정보정보 확인확인
⇒ ⇒ 원산지원산지 판정판정 및및 C/O C/O 즉시즉시 확인확인 가능가능

판독된원산지정보

원산지증명서발급

거래서류의 QR코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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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서류의 QR코드확인



Step 1. 코드생성 Step 2 . 코드전달 Step 3. 코드확인

원사생산(효성) 편직(한영니트) ⇒ 염색공정(한영,M&K] 수출자(지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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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가격경쟁력확보 ⇒ 중국제품과 경쟁우위 선점

- 관세인하 (12.3⇒11%,  연 1.3%), 부가가치세 등 추가 인하

- 1.3%(연간) + 물품 취급 수수료 + 기술력 ⇒ 중국 저가 제품에 비교우위 확보

☞ 현재 추가 주문량$950,000 확보

신규거래처(해외바이어) 확보 ⇒ 지속적 수출 성장 가능

- 3개 신규 거래처(Target, Walmart, Gap) 확보 및 2개 거래처 협상진행중



구분 도입전 도입후 비 고

처리시간 7.5시간 0.25시간
97%

비용절감
소요비용 83,887원 2,7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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