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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오토닉스(Autonics) 

 설립일 : 1977년 6월  

 업종 : 산업자동화 장비 제조 

 주요제품 : 센서, 제어기기 등 총 5천여 종의 공장자동화 기기(68개군 227개 시리즈) 

 

< 센 서 > < 모션 디바이스 > 

< 제 어 기 기 > < 레이져 시스템 > 



내수시장 포화! 

국산화 선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1977~1979 
창업기 

(엔지니어링 사업) 

1980~1987 
재탄생기 

(자동화기기 국산화) 

1988~1995 
도약기 

1996~2010 
글로벌 마케팅기 

2011~ 현재 
재도약기 



공장 자동화 수요가 많은 신흥 경제개발국 공략 

일본 O社, 독일 S社 등 유명 글로벌기업 시장 선점 

B U T 



후발주자로써의 시장공략이 시급한 상황 

FTA가  

정답이야!!! 



담당자 

? ? 

수십만 종의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지?? 

복잡한 FTA협정과 

규정은 봐도 아무리  

모르겠는걸… 

시스템구축에 2억원이나 

든다고?? 

 증빙서류를 5년동안 

보관해야 된다는데… 



2010 
~ 

2012 

관세사컨설팅 
 

관할세관 상담 

◈ 수십만종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관리는 현실상 불가능 
 

◈ 제품단가도 낮아서 FTA효과가 미흡 
 
⇒ FTA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팽배 

2013 
부산세관 

정밀진단 
FTA 활용방안 제시 



수만 종의 제품, 원자재에 대한 HS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죠? 

Solution 1 

   부산세관 정밀진단 

  YES FTA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 

동시 추진 

 

대표협정 
& 

수출품목 

선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도 비용이 걱정되는데… 

Solution 2 

저비용, 고효율의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수출제품과 원재료가 너무 다양해서 원산지 판정과 서류 보관이 어려워요! 

Solution 3 

자체 ERP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사후 검증 완벽 대비 



어려운 원산지 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요! 

Solution 4 

CEO 주도, FTA업무 전담팀(5인) 구성 

부산세관 상설교육 , 연수원 온라인 

강좌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 

정부지원 무상 전문인력 양성과정 활용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127%, 42억원 순증!!! 

20,590 
29,410 32,242 

19,410 

2012 2013 2014 2017 목표 

4천만불 

(단위 : 천불) 예상액    실적액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12년 773명 -> ’14년 975명) 

2012 2013 2014 2017 예상 

560 

213 

601 

293 

638 

337 
500 

1,000 
국내인원 해외인원 



신규 FTA 대비 생산시설 확충!! 

※ 2013년 10월 부산 석대지구 신사옥(건평 29,688㎡) 준공 



전문가, 주변의견 

“수십만 종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관리 불가능” 

“제품가격이 낮아 FTA관세혜택도 미흡” 

◈ 약 4년만에 FTA 활용기반 성공적 구축 

◈ 다품종ㆍ소량생산 업종의 FTA 활용 모범사례 

다양한 FTA 지원 프로그램 활용 

YES FTA 컨설팅 FTA-PASS FTA 상설교육 



FTA 명장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