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우텍스타일 / 대구본부세관



11 ㈜천우텍스타일은

22 FTA와 섬유산업의 전망

33 한-EU 바람을 타고 유럽시장 평정

44 유럽발 경제한파~ FTA를 잠재우다

55 또 다른 순풍, 한-미 FTA

66 한-미 FTA 100일의 성과

77 시사점



㈜천우텍스타일은㈜천우텍스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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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다양한다양한 산업환경에산업환경에 사용되는사용되는 PUPU코팅코팅 장갑을장갑을

주력으로주력으로 생산ㆍ수출생산ㆍ수출

ll 생산량의생산량의 70%70%를를 해외시장에해외시장에 공급하는공급하는 수출중심형수출중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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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기업으로 국내외국내외 수요를수요를 모두모두 충족시킬충족시킬 수수 있는있는

동종업계동종업계의의 유일한유일한 기업기업



ll 설설 립립 19651965년년

ll 업업 종종 제조업제조업

ll 매출액매출액(2011(2011년기준년기준)) 130130억원억원

ll 종업원수종업원수 140140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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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종업원수종업원수 140140명명

ll 주요생산품목주요생산품목 산업용산업용 장갑장갑



나일론 장갑 나일론팜피트글로브 나일론탑피트글로브 염색사팜피트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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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사팜피트글로브 카본사탑피트글로브 케브라팜피트글로브 컷스트롱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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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섬유산업의 전망FTA와 섬유산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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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구경북 섬유수출국 분포도

세계 섬유
수 출 국

1위 중국
2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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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U
3위 인도

.

.

.
7위 한국



중소기업중소기업 8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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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 88% 88% 
‘‘한미한미 FTA FTA 최대최대 애로사항은애로사항은

원산지원산지 증명증명’’

대기업대기업‘‘한미한미 FTA’FTA’준비완료준비완료
중소기업엔중소기업엔 ‘‘그림의그림의 떡떡’’



한-EU 바람을 타고 유럽시장 평정
(2011년 상반기)(201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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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국내외 무역환경의무역환경의 FTAFTA체제로체제로 전환전환
§§ 동시다발적동시다발적 FTAFTA체결로체결로 전전 세계는세계는 FTA FTA 물결물결
§§ 한한--EU FTA EU FTA 발효발효 임박과임박과 EUEU측측 바이어의바이어의 원산지원산지 증명증명 준비준비 요청요청

우리의우리의 현실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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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우리의 현실현실
§§ 세계가세계가 인정한인정한 품질품질, , 세계가세계가 부정한부정한 원산지원산지 관리관리

((한한--EU FTAEU FTA발효발효 전전 현장미팅에서현장미팅에서
바이어인바이어인 AA사로부터사로부터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 소홀소홀 질타질타) ) 

§§ FTAFTA의의 심각성에심각성에 대한대한 경영진의경영진의 인식부족인식부족 및및 실무진의실무진의 안일한안일한 대처대처



FTAFTA활용으로활용으로 ‘품질과‘품질과 가격’가격’ 모두에서모두에서 중국을중국을 제압할제압할 수수 있게있게 됨으로써됨으로써

EUEU시장시장 개척에개척에 절호의절호의 기회기회((관세율관세율 8% 8% → → 0%, 0%, 즉시철폐즉시철폐))

뜨개질을 동반하는 천연스테 Spinning of natural and/or man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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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개질을 동반하는 천연스테

이플 섬유 및/또는 인조스테

이플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필

라멘트사의 압출

Spinning of natural and/or manmade 

staple fibres, or extrusion of man-

made filament yarn, accompanied by 

knitting (knitted to shape products) 

‘‘한국산한국산 원사를원사를 사용하라사용하라’’



자체투자비자체투자비
약약 55억원억원 예상예상

전산 시스템 – 2억
전담팀 구성 – 2억
외주 컨설팅 – 1억

효과금액효과금액
약약 33억원예상억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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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컨설팅 – 1억



•• 무역환경변화무역환경변화 및및 FTAFTA의의 심각성에심각성에

대한대한 경영진경영진 설득설득

•• FTAFTA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전문인력전문인력양성양성(1(1명명))

üü 대구세관대구세관 및및 거래관세사거래관세사((관세관세

법인법인 천지인천지인))을을 통한통한 무료무료 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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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 천지인천지인))을을 통한통한 무료무료 컨컨

설팅설팅 실시실시

üü 관세청관세청//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무역협회무역협회

등등 FTAFTA설명회설명회 참석참석

•• 한한--EU FTA EU FTA 「품목별「품목별 원산지원산지

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로」로 지정지정(2011.5.23)(2011.5.23)



유럽발경제한파FTA바람을잠재우다
(2011년 하반기)(20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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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對EU지역 수출액이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 또는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금년 들어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또 다른 순풍 한-미FTA
(2012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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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생산량의 70% 수출, 그 중 절반은 EU지역

l 유럽발 경제한파로 생산라인 중단,   구조
조정 요구 등의 문제에 직면

l 위기 타개를 위한 제3의 돌파구 필요

20

CEOCEO의의 결단결단 11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공략 선언

l 위기 타개를 위한 제3의 돌파구 필요



l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FTA전문인력 확보 곤란

l 한-EU FTA를 준비했던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 퇴사로 한-미 FTA 추진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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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EO의의 결단결단 22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한 자체 FTA이행조직 편성

(1명→3명, 대구세관 컨설팅 지원)

직원 퇴사로 한-미 FTA 추진동력 상실



l 대부분의 섬유업체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값싼 중국산 원사 사용

l Yarn Forward로 대표되는 한-미 FTA활용을
위해서는 역내산 원사 사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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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EO의의 결단결단 33
과감한 원재료 공급선 전환

CEOCEO의의 결단결단 44
발효전인 2011년 말부터 한-미 FTA 마케팅 실시

위해서는 역내산 원사 사용이 필수



한-미 FTA 100일의 성과한-미 FTA 100일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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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대미수출액 비교

대미수출액 비교

2011년 : 675천불

단위: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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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633천불

특혜관세 : 13.2% → 0%

관세 등 절감액 : 3억원



EUEU의의 불황에도불황에도 견딜견딜 수수 있는있는

안정적인안정적인 공급처공급처 미국미국시장시장 확보확보

관세관세 절감으로절감으로 인한인한 가격경쟁력가격경쟁력 확보로확보로

25

관세관세 절감으로절감으로 인한인한 가격경쟁력가격경쟁력 확보로확보로

해외해외 바이어들의바이어들의 긍정적긍정적 구매구매 예측예측 가능가능

자체자체 FTAFTA추진동력추진동력 구축으로구축으로 어떠한어떠한

상황상황에서도에서도 정확한정확한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 체계체계 가동가동



시 사 점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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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유럽발유럽발 경제위기를경제위기를 예측한예측한 CEOCEO의의 현명한현명한 판단판단

vv 한한--EU FTAEU FTA활용활용 손실을손실을 만회할만회할 즉각적인즉각적인
한한--미미 FTA FTA 대비대비 지시지시

üü EUEU측측 수출량수출량 감소를감소를 한한--미미 FTA FTA 활용활용 수출수출 증대로증대로 상쇄상쇄

uuFTAFTA전문인력이전문인력이 부족한부족한 중소기업의중소기업의 구조적구조적 문제문제 해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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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FTAFTA전문인력이전문인력이 부족한부족한 중소기업의중소기업의 구조적구조적 문제문제 해결해결

vv FTAFTA의의 중요성을중요성을 고려한고려한 획기적인획기적인 인사행정인사행정
((부족한부족한 인원에도인원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원산지관리팀원산지관리팀 운영운영))

üü 높은높은 이직률에도이직률에도 지속적인지속적인 원산지관리원산지관리 가능가능

uu대구세관대구세관 등등 FTAFTA전문기관의전문기관의 무료지원사업을무료지원사업을 활용활용

üü 전문컨설턴트의전문컨설턴트의 무료자문으로무료자문으로 수천만원수천만원 상당의상당의 컨설팅컨설팅 비용비용 절감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