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단디해라 마~

‘FTA 적극활용’으로 글로벌비전 수직상승

수옵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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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 2008년 12월 설립(창원소재)

설립

규모

• 11년 수출 42억, 인원 28명

• 관세 14.9%의 조준경

생산제품



2. 제품소개

총 조준경

저격용 조준경

사냥용 조준경사냥용 조준경

활 조준경

양궁용 조준경

석궁용 조준경



3. 소기업 수옵틱스의 고민

수출 98%
불안한 세계경제

가격경쟁 심화 매출둔화

투자고민

답답한 성장세



4. FTA활용 준비

FTA 뭐 대충 ?

‘영업’ 바이어가 관심이나 있겠어‘영업’ 바이어가 관심이나 있겠어

‘구매’ 업무만 늘어나지 뭐

‘무역’ 복잡하고 어려워



4. FTA활용 준비

성장을 위해 전사적으로

대표가 팀장인‘FTA TFT’ 결성대표가 팀장인‘FTA TFT’ 결성

• 해외영업, 무역, 구매/자재, 회계부서원 차출 전담팀 편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컨설팅 요청

•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관세청등 관계기관 지원

협력업체 동참

•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 동참 유도 - 원산지 증명준비



4. FTA활용 준비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무역협회 지원으로 기업홍보(링크드인)무역협회 지원으로 기업홍보(링크드인)

• 14.9%의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홍보, 신규바이어 정보획득

관세청에 컨설팅 요청 및 설명회 참가

• 사내 FTA 전문인력 확보 및 FTA 혜택을 위한 서류준비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참가 생산/기술확보

• 연구개발사업참여, 특허출원, 자금지원으로 생산시설 확충



4. FTA활용 준비

해외전시회 참가해 FTA 적극홍보
- 국제전시회 참관 4회, 국제전시회 출품 1회



4. FTA활용 준비

2년간 준비한 FTA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고객 다수확보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고객 다수확보

각 부서별 전담인력 확보

충분한 생산/기술능력, 지적재산권 확보



4. FTA활용 준비

해외바이어 수옵틱스 초청
- 2011년 5회, 2012년 1회



4. FTA활용 준비

생산시설투자
- 기관과 공조해 클린룸 등 제조시설 확충과 가공설비 신규투자



4. FTA활용 준비

지적재산권 확보 등
- 특허2건 출원 및 확보, 해외규격인증 외 다수



5. FTA비준 이후 수옵틱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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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비준 이후 수옵틱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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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비준 이후 수옵틱스는

2012년

2013년

• 1,000만불

글로벌 위기에도 매출이 증가세

2010년

• 300만불

2011년

• 360만불

2012년

• 700만불



6. FTA 활용요약

FTA활용 Tip

중소기업이니까 FTA를 더 준비하자중소기업이니까 FTA를 더 준비하자

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하자

– 사후관리 컨설팅

준비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



7. 맺음말

FTA 준비과정부터 지금까지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신 경남지방 중소기업
청, 무역협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비전을 꿈꾸며불과한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비전을 꿈꾸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수옵틱스 임직원 일동



감사합니다.

조준경 전문제조기업
2013년 매출 일천만불을 향하여…

수 옵 틱 스
www.su-op t i cs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