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FTA 



1975년 1월 설
립 

39년간 다이아몬드공구만을 전문 제조·
수출 

2013년 매출 2,200
억 



전세계 80여개 국으로 연간 12,500만불 수출 

국내수출 1위 
세계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계 4위 



건설 
(도로,교량) 

반도체  
(LED, Solar) 

자동차  
(엔진, 금속) 

사용분야 



2001년~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수출 전략 품목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통한  

                경쟁력 확보 

                특허등록 242건(해외 123건)  

                         신규특허 등록 중 103건 



EHWA의 비전은  
세계 제일의 

다이아몬드공구 기업 



EU 
42% 

비대상 
32% 

기타  FTA 
26% 

FTA지속 확대로 수출성장 
견인차 필요 

FTA가 수출확대  
디딤돌 역할 



저가 중국 제품의  

EU시장 물량 공세 



판정, 증명발급, 서류관리 시스템 

FTA 정보, 지식, 전문인력 

바이어의 지속적인 요구로 

 

그러나 

· 
· 



중소기업 
대기업 



한-EFTA FTA (2011년 2월, 스위스) 

인천세관 검증부서 

      도움 요청 



위기 속에서 답을 얻다 
FTA 검증을 통해 원산지 관리 능력 필요성 절감 



인천본부세관의 컨설팅으로  

FTA 방향을 찾다  



정부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전담관리자  

FTA 교육 참여 

연6회 이상 

인천세관의  

FTA종합컨설팅 및 전담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통관무역실무 경력이 많은 직원을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전문가(원산지 관리사)로 육성 



세관·유관기관의 FTA정보 신속한 전파 (가교역할)  

사내직원과 협력사 교육 (사내강사) 



원산지관리 
시스템 

협력사 관리 

ERP(SAP)에 FTA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협력사 FTA 지원 프로세스 구축 



사내 시스템과 제품을 잘 아는  

전담관리자를 통해 ERP에 자체 시스템 개발 

- 현장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시스템 반영 가능 

- 외주대비 연간 5천 만원 운영비용 절감  

효율적인  관리유지·운영과 비용절감 





협력사에 FTA 정보 전파 및 교육 

동종업계에 맞는  

맞춤 컨설팅 지원 및 경험공유   

- 사례 : 00협력사 (매출규모 200억) 한-CEPA  

      맞춤 컨설팅으로 부가가치 판정 가능 

- 사례 : 매출 30억~90억규모 7개 협력사 FTA 

      맞춤 컨설팅으로 자가 판정 실현 



- 수십 개의 협력사 집합교육 실시한 바  

     협력사간 상황 및 수준차로 교육대비 

     효과 매우 저조 

-   이에 협력사 개별 맞춤 교육 및 방문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013년 8월  



인증 후 변화 
FTA 관리 확립을 통한 경험과 역량을 협력사와 공유하여 상생 실천 



100% 
4,100건 

100% 
1,100건 

50% 
200건 

38% 
230건 

100% 
410건 

EFTA, 터키, 페루, 칠레 



전 

100% 

0% 

후 전 

5,731만
불 

4,883만
불 

후 전 후 

수 출 증 가 FTA활용 선점 일자리 창출 

729명 

574명 

천 만 불 155명 



FTA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FTA 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FTA 무료 교육을 적극 활용하세요 

인천본부세관 FTA과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