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상공회의소 주관 원산지 연구회 발표 자료 

자재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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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승  인 

작성자: 이대진 과장 

협력사 동반성장 없이는  

FTA 효과도 없다! 

(주) 호원 

2014년 8월 22일 



1. 회사 소개 

2. 생산 제품 

3. 주요 부품 HS code 

4. 제조 공정도 



회사명 / 대표이사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종목 

(주) 호원 / 양진석 1992년 12월 23일 410-81-17783 제조 / 자동차 부품, 수처리 기기 

사업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57번지 TEL / FAX 062)944-8311 /  062)944-8316 

자동차 부품 (Moving part) 자동차 부품 (Dash & Floor) 자동차 부품 (Structure) 기타 

□ 자동차 부품 

 - Bracket 및 소물 류 

 - 자동차용 H/ware 및 PAD 류 

 

□ 자동차 제조 설비 (터키 수출) 

 - 프레스 및 프레스 외부 설비 

 - 금형 가공 설비 

 - 용접 설비 (용접 로봇 및 용접 건) 

Hood 
Front 

Door 

Rear 

Door 

Dash 

Assembly 

Center 

Floor 

Rear 

Floor 

F/Apron 
& 

Front 

S/Member 

Assembly 

Side 
Outer 

Assembly 

Side Inner 

Assembly 

판매처 주요 공급품 수출 구분 비고 

OO 자동차 
HOOD, FRT DR, RR DR, DASH, CTR FLR, RR FLR, F/A&S/MBR, S/OTR, S/INR 등 다
수 

로컬 생산자 

XX 자동차 프레스 단품, BRKT 및 소물 류, H/WARE, PAD 류 직접 수출 터키 

XX 모비스 프레스 단품, BRKT 및 소물 류 로컬 생산자 

XX 글로비스 프레스 단품, BRKT 및 소물 류 로컬 생산자 

&& 하이텍 프레스 단품, BRKT 및 소물 류 로컬 생산자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 오토모티브 H/WARE 및 PAD, 자동차 제조 설비 직접 수출 터키 

■ 특이 사항 

 -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없음. 

1) 업체 기초 정보  

2) 주요 수출 제품  

3) 주요 판매처 (해외 수출/판매처)  

회사 소개 (서울 세관 표준 질의서 응답지) 



Name HOOD & HINGE ASS’Y Name REINF SIDE INR COMPL L/RH Name REAR FLOOR COMPL 

Use Upper part of engine housing Use 
Connect to door for increasing 

strength 
Use Rear bottom part of car, prevent distortion 

1 2 3 

1 

2 

3 

주요 생산제품 (서울 세관 표준 질의서 응답지) 

c 



세번 8708.29 8302.30 7326.90 7318.15 외 

구분 
보행자 전용 

차량의 부품 

명칭에 Bracket 

포함 부품 
프레스/단조 가공품 

볼트/너트 

(H/ware 류) 

부품 

도식 

수출방
식 

로컬 생산 
터키 직수출 

로컬 생산 

터키 직수출 

로컬 생산 
터키 직수출 

제조방
식 

자작 

외주 제작 
외주 제작 

자작 

외주 제작 

외주 제작 

규격품 구매 

구매방
식 

일반 구매 

유무상 사급 
일반 구매 

일반 구매 

유무상 사급 
일반 구매 

원산지 

업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서 수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서 수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확인서 수취 

주요 부품 HS-code 



원자재 / Steel coil 전단 가공 / Cutting, 
Blanking 

사각재 / Sheet 

■ HS-code: 72류 
- 재질/두께에 따라 결정 

■ 공정 해설 
- 코일을 펼친 후 
- 전단 금형을 사용하여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 일정한 형상으로 도려냄으
로써 
- 사각형 (이형) 판재를 얻어
내는 공정 

■ HS-code: 7326.90 

■ 매입 
- 구매 / 유상 사급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입 
- 구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 판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중간재로 사용 가능) 
- 판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원산지 확인서에 의해 역내
산/역외산 판정 

- 매출가에 가공비로 포함 - PSR: CTH/CTSH 
- 원산지 판정: KR 

제조 공정도 (원자재 → 사각재) 



사각재 / Sheet 소성 가공 / Stamping 자동차 부품(단품) / Press 
panel 

■ HS-code: 7326.90 ■ 공정 해설 
- 금속 사각재를 투입하면 
- 각 프레스의 금형 형상에 의
해 
소성 가공되어 
- 일정한 형상을 갖춘 부품을 
얻어내는 공정 

■ HS-code: 8708.29 
- 형상이 없을 경우: 7326.90 

■ 매입 
- 구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입 
- 구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 판매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중간재로 사용 가능) 
- 판매 / 해외 직수출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원산지 확인서 미수취 
- 중간재 / BOM 미포함 

- 매출가에 가공비로 포함 - PSR: CTH/CTSH (인도 제
외) 
- 원산지 판정: KR 

제조 공정도 (사각재 → 자동차 부품/단품) 



자동차 부품 외 / Car part. 
etc 

용접 가공 / Welding 자동차 부품 / Car part 

■ HS-code: 8708.29 
- 7326.90/8302.30 등 다수 

■ 공정 해설 
- 각 부품/단품을 지그에 고정 
후, 
- 산업용 로봇에 의해 가스용
접/저항용접이 각 부품에 가해
져 서로 부착됨으로써 
- 조립된 부품을 얻어내는 공
정 
 

■ HS-code: 8708.29 
- 섀시/프레임의 경우 
8708.99 

■ 매입 
- 구매 / 유상 사급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 판매 / 해외 직수출 
- 위탁 가공 (무상 사급) 

■ 매출 
- 판매 / 해외 직수출 
 

- PSR: CTH/CTSH (인도 제
외) 

- 매출가에 가공비로 포함  - PSR: CTH/CTSH (인도 제
외) 

제조 공정도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부품) 



1. 한.EU 간접 검증 간 문제점 

2. 협력사 원산지 관리 강화 

3. 원산지 관리가 가져온 동반 성장 

4. 터키 직수출을 통한 상생 협력 



2013년 한.EU (독일) 검증 간 문제점 (협력사 검증 시스템 미보유

4-3 귀사는 역내산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의 내용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예 
- 갖추지 않았지만, ‘예’로 대답 

 
- 시스템을 통한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수취 (미검증) 

 
 
- 호원 시스템에 접속 후, 단순 원산지 
정보만 입력 (미판정/근거자료 없음) 

 

 
- 협력사의 원산지 판정자료 오류로 
수차례 지적 및 수정 자료 제출 

1. 응답 

3. 협력사 현황 

2. 호원 현황 

4. 검증 대응 결과 



2013년 한.EU (독일) 검증 간 문제점 (협력사 BOM 검증 미실시

4-7 귀사가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 내역서에 명시해 주시고, 그 내역과

투입 비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없음  
- 협력사가 중간재를 BOM에 사용했 
으나, ‘없음’으로 대답 

 
- 중간재 미사용 
  

 
- 중간재를 사용 BOM 작성 
- 담당자 중간재 사용 미인지 

 
- 해당 협력사 검증 부품의 BOM 및 
소명서 전체 수정 제출 

1. 응답 

3. 협력사 현황 

2. 호원 현황 

4. 검증 대응 결과 



협력사 관리 기준 강화 

 
- 부가가치 기준 세번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 호원 매출 세번과 같은 세번의 부품
을 공급하는 협력사 

 
- 호원에 대한 매출 의존도 70% 이상 
인 공급사 

 
- 호원 사급 세번과 협력사의 공급 
세번이 일치하는 부품을 지닌 공급사

1. RVC 대상 부품 

3. 호원 의존도 

2.세번 일치 부품 

4. 사급 관리 대상 

▶ 관리 대상 협력사는 FTA PASS로 원산지 확인서 제출 

▶ 타 시스템 이용시, 원산지 확인서와 소명서 함께 제출) 



호원 기존 시스템 구분 FTA PASS 

도식 

원산지 검증 서류 전체 관리 가능 

장점 

간편한 운영 (판정 필수 자료만을 관리) 
무료로 운영 가능 
FTA PASS간 판정 자료 송수신 가능 
세관검증 양식과 동일한 서류 출력 가능 

고비용의 시스템 구매 필요 
시스템 운영관련 컨설팅 추가 비용 소요 
관리 소요 과다 (입력자료 과다) 
협력사 접속 후 단순 내역 입력만으로 
원산지 
확인서 제출/수취 

단점 

검증 발생시 별도 자료 준비 
FTA PASS 간 판정 자료 송수신 가능 
(호원도 FTA PASS 운영할 필요 발생) 

협력사 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1. 자료 입력 2. 원산지 확인서 요청 

3. 원산지 확인서 입력 
    (자료 단순 입력) 

1. 자료 입력 2. 자료 입력 

4. 원산지 확인서 제출 
    (판정결과 제출) 

4. 판정 3. 판정 5. 판정 

[ 호원 ] [ 협력사 ] [ 호원 ] [ 협력사 ] 



1) FTA 원산지 교육 일정 

2/15 

FTA 원산지 기초 교육 

2/26 

FTA 원산지 전산 실무 교육 

2/28 

FTA PASS 운영 교육 

3/6 

FTA PASS 실무 교육 

3/7 ~ 3/14 

2월 마감 자료 FTA PASS 입력 및 원산지 판정  

4/10 

FTA 집행 담당관 방문 

(사업계획 외 교육) 

2) 교육 현황 (사진) 

2/15: 기초 교육 2/26: 전산 교육 

3/15 

협력사 평가 

4/1 

관세청 컨설팅 설명회 

(사업계획 외 교육) 

2/28: FTA PASS 교육 

3/6: FTA PASS 실무 교육 4/1: 관세청 설명회 4/10: 관세청 서기관 방문 

협력사 관리 (호원 자체 교육) 



7/18, 자체 교육 7/23, 관세사 교육 

7/18, 자체 교육 7/23, 관세사 교육 

협력사 관리 (자체 교육 및 상공회의소 교육) 



8/16, OO산업 8/16, OO나노텍 

8/17, OOENG 8/17, OO산기 

협력사 관리 (관세청 컨설팅) 



원산지 필수 서류 관리 평가 담당자 판정 능력 평가 간접 검증 대응력 평가 

□K 자동차 평가 기준과 유사 
- FTA PASS 운영 현황 점검 
- 반기별 평가 시행 

□HS code별 PSR 판독 및 판
정 
능력 보유 현황 점검 
- 분기별 평가 시행  

□ 검증 대응력 점검 
- 세관 표준질의서 응답/대응 
- CBP28/446 응답/대응 
   (긴급 자료 제출 포함) 

협력사 관리 (협력사 평가) 



협력사 관리 (원산지 업무 월별 평가 결과) 



1) 원산지 관리 평가 점수 추이 (2013년 2월 ~ 2014년 5월) 

협력사 (K사) 구분 협력사 평균 

73.1 (▲4.7) 
2013/7~ 
~2014/4 

평균 
68.4 

99.0 (▲17.4) 5월 평가 결과 81.6 

93.8 (▲14.9) 최종 평가 점수 78.9 

PASS 최종 평가 결과 미 PASS 

61.2 (▼1.9) 전체 평균 63.1 

27.3 (▲3.3) 전체 표준편차 24.0 

88.5 
최대 점수 기대
값 

87.1 

33.9 
최소 점수 기대
값 

39.1 

2) 원산지 검증 업무 대응 가능 확률 산출 (정규 분포도 활용) 3) 2014년 상반기 최종 평가 결과 

60 80 100 120 40 20 0 

평균:61.2 Z=(85-평균)/표준편차 
 
  =(85-61.2)/27.3 
 
  =0.87 

협력사 K사가  

85점을 획득할 확률 

19.2% 

(Z>0.87인 확률) 

P(0<Z<0.87)인 확율 
  
=0.3078 

협력사 관리 (협력사별 원산지 취약점 분석/관리 Point 확인) 



동반 성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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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M사 매출

D사매출

M사 인원

D사인원

-5%

5%

15%

25%

 -

 1,000

 2,000

 3,000

 4,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협력사매출

호원매출

M사 점유율

D사점유율

▶ 협력사 평가 120점 만점 중 FTA 평점 20점 부여 (평가 우수업체에 신규 부품 배정) 
▶ 원산지 미관리 업체에 8708.29세번품 미배정 및 거래 중단 추진 

1) 호원 터키수출액 및 협력사 매출 동반 성장  

- 협력사 평가결과(D사>M사)에 따른 수출액 비중 변동 추이 (단, 호원 전체 매출은 증가세이며, 협력사 매출도 증가함.) 

2) 협력사별 타고객사 (호원 외) 매출 및 고용인원 증가 

- M사는 부품 생산/관리력 및 FTA 관리력을 평가받아 타고객사의 부품을 수주 생산함. (M사, D사 모두 인원 증가)  



터키 수출을 통한 상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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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 수출액 중 상품 (협력사 부품) 매출액 증가 현황 

- 가공비가 1/3저렴한 국내 생산을 통한 터키 생산차종 원가 절감 추진 (원산지 관리능력 보유가 전제됨) 

- 컨테이너 수출품 (협력사 부품, 단품/소물류)의 로컬 생산화를 통한 협력사 매출 증진 

2) 호원 터키 수출액 증가 현황 

생산 설비 수출에 따른 일시적 증가 

- 터키 수출액 증가 및 관세 면제 혜택 증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관리 중요성 증가)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