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운 검증 ? 
약이 되는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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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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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업소개 

국내 반도체 산업 태동기인 80년대 말, 

위생 장갑 ·마스크, POLYESTER WIPER 등 다양한 종류의  

클린룸 소모품 연차적 국산화 

LG디스플레이, IBM 등  국내외 반도체공장에 공급 

설립일 주요생산품 수출입 수출국 인증 

1989년 
반도체클린룸용  
청정용품 

USD32백만$ 
(2012/13년) 

유럽,미국 
품목별인증수출자
(5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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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FTA 검증 과정 

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원산지결정기준 

FTA 검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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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청  :  프랑스관세당국(2014년 2월) 

•  대 상  :  원산지신고서 3건  

•  사 유  :  랜덤      ( 형식적 + 실질적 요건 모두 검증 must ) 

•  방 법  :  간접검증 (아국세관 검증 수행) 

< 프랑스 관세당국 검증 요청서(발췌) > 

2. FTA 검증과정 

 FTA 검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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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 

“Origin : KOREA” 표기된 인증·비인증 품목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 +   

 원산지신고문언에는 구분 없이 “KR” 작성 

원산지신고서 (발췌) 

인증 품목 미지정 

2. FTA 검증과정 

비인증 

인증(번호기재) 

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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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2. FTA 검증과정 

1) 검증대상 물품이 뭐지 ? 

POLYESTER WIPER 
PALM PU 

COATED GLOVE 
STICKY MAT 

 < 검증대상 물품 > 

• 수입자에게 인증품목 사전통보 

• 프랑스관세당국 별도 요청 無 

인증품목만  검증 

아국기업 부담 경감 

  *본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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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2. FTA 검증과정 

2) 원산지신고서 제대로 작성했나 ? 

• 수입자에게 인증품목 사전통보 

• 인증품목 옆에만 인증번호 기재  

원산지신고서요건 충족 

원산지 오인 가능  

원산지 오인 방지 위한 권고사항 

① 원산지신고문언에 인증품목 명시 

② 물품내역란을 인증 · 비인증 품목 구분 작성 

③ 비인증품목 협정관세 적용불가 문구 삽입  

<규정> 원산지·비원산지제품 원산지신고서 하나에 혼재시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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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검증과정 

작성장소 : 네덜란드 

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 원산지신고서 일부 발췌> 

 < 현황 2 > 

• 수출, 운송 • 보세창고 보관 

• 프랑스 구매자에게 판매  

• 원산지 신고서 작성·발급 

• 프랑스로 운송 

• 수입 

네덜란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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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2. FTA 검증과정 

1) 원산지신고서 제대로 작성했나 ? 

• (협정)작성장소 기재·생략만 규정 

• (실제)역내 네덜란드에서 작성 

· 

원산지신고서요건 충족 

원산지 진위성 의심가능 

원산지 의심 해소 위한 권고 사항 

① 작성장소 “아국” 

② 네덜란드 창고 “단순 보관” 입증하는  

     계약서 또는 입증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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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에서 작성시, 제3국 물품 아국 원산지로 둔갑 등 의심 가능   



원산지신고서 및 직접운송  2. FTA 검증과정 

2) 수입국 아닌 역내 국가로의 운송, 직접운송원칙 충족 ? 

• (협 정)   당사자 개념에 “EU” 포함 

• (E   U)   네덜란드, 프랑스 가입국 

• (운 송)   아국 → “EU” 네덜란드로 직접운송 

당사자인 “아국”에서  
당사자인“EU”로의 직접운송이므로 

직접운송 원칙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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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 검증과정 

제조 

공정      

① 폴리에스테르사(DTY75/35) 구매 

② 원단 KNITTING, 정사각형상으로 “Thermal Cutting”  

(30cm x 30cm)                                      

③ 초순수(DI-WATER) 세탁  

④ 비닐팩에 소매포장(100장/1PACK) 

물품 
형태 

<포장> <제품> <끝단> <사용예> 

용도 반도체 클린룸 클린용 와이퍼(청소용 포) 

품목 
분류 

의견 상이 → 각 HS별 PSR 상이 

 ※ 아국 HS 제6307.10호 인증, 프랑스 HS 제6003.30호  

“ POLYESTER WIPER “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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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국   가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프랑스 HS 6003.10 
메리야스편물...(30CM 이하…) 

 가공공정기준 YARN-FORWARD  
  < 원사(絲)부터 국내 생산 must > 

아  국 
HS 6307.10 

  기타의 제품…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부가가치기준  MC 40%   
  < 비원산지 재료비/제품 EXW가격  
   → 40% 미만 must > 

원산지 결정기준(PSR) 

가. 정사각형…외 모양으로 재단한 것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없이 완제품 사용할 수 있는 것…(duster) 

  * 다른 작업없이 단순히 긴 것 절단한 정사각형 물건, 완제품 아님(해설서)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 가장자리를 압착하여 열봉합… 

    (열절단이나 그밖의 간단방법으로 가장자리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 제외)     

<품목분류표 제11부주 제7호> 

2. FTA 검증과정 

쟁점 : “방직용 제품으로 된 것”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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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분류 적정한가 ? 

2. FTA 검증과정 원산지 결정 기준 

· 소매포장하여 가공없이 바로사용 

· 가장자리 압착 · 열봉합 

· 유사품 HS6307 해외분류사례 有 

“방직용 제품” 인정  

 (6307.10, 아국 인증) 

품목분류 이견 여전히 존재 

<프랑스> 편물 정사각형으로 열절단 → “방직용 제품” 불인정  

명백한 HS 제6307호 분류방안 제시 

① 카달로그 “Thermal Cutting” → “Heat Sealed”로 변경 

② “Heat Sealed “ 가공 강화 (Thermal Cutting 오해 제거) 

명확한 품목분류로 한-미 FTA 등 직접검증 사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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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2) MC 40% 충족 ? 

2. FTA 검증과정 

재료는 Only 폴리에스테르絲 , 손쉽게 충족                 

3) 원사기준 충족 ?  

원사기준 충족 위한 권고 

① 역외산 원사 비중 작으므로, 국산 원사로 전환 ( 완료! ) 

② 자료제공 협조의무와 손해보상 명확히 ! 

품목분류이견 여전히 존재, 갑작스런 직접검증 RISK ! 

안전적인 검증대비 위해 HS 6003 원사기준 추가검증    

원산지관리부서  

국산 絲 확신 

· 1개 모델은 역외산絲 사용(처음으로 인지) 

· 나머지 모델은 “원사” 국산 충족 
   (중간상 구매시, 생산자 자료제공 비협조) 

원사기준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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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 검증과정 

“ PALM PU COATED GLOVE “ 원산지결정기준  

제 조 

공 정      

① “나일론 사”로 장갑 모양 KNITTING                                     
② 장갑 뒤집기, 보풀제거 
③ 손목조임(고무사 삽입, 봉제 등) 작업 
④ 폴리우레탄 수지 코팅 

용 도 반도체조립 작업용 장갑 

품목분류  HS 제6116.10호  (아국 = 프랑스) 

원산지 
결정기준 
( PSR ) 

 가공공정기준 ( 1 or 2 선택 가능 ) 
1. 원사 생산 +  KNITTING 공정 → 국내 수행 
2. KNITTING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 거친 생산 
     (… 두 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거 래  완제품 구매 (인증수출자가 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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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1) 원산지결정기준이 뭐지? 

2. FTA 검증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KNITTING)공정 (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2.   편성(KNITTING) 및 절단(CUTTING)을 포함한 완성공정(MAKING UP)을 거친 생산 

     (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OBTAINED DIRECTLY TO FORM)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ASSEMBLING)) 

국내에서 원사 생산과 
KNITTING수행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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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공급자 역외산 사 수입, 생산자 동일 HS 장갑 수입 

국산 원사 + 니팅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결정 

안전한 원산지 충족 방안 제시로 협조 유도 

① 대체재 오해 없도록 차이점 확보, 재고관리 철저 권고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생산자의 협조를 구하다 !   



PART 3 
맺음말 

FTA 검증 효과  

FTA 검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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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맺음말 

1) 물류비용 절감 및 원산지 오해 제거  

2) 100 % 한국산 충족 검증 대비 

3) 원산지관리능력 배양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예정) 

 FTA 검증 효과 

원산지 오해 요소 제거로 네덜란드에서 안전적인 BWT 거래 

→ 소량 빈번 수출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정확한 품목분류 및 PSR 적용으로 100% 한국산 충족  

 → 사후검증 불안감 완전 해소 

 → 매년 약 2억 4천만원 (수입국)관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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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맺음말 

1) 거래기업 협조 없인 검증 절대 불가 

세관의 중간자 역할 필요 

거래기업(중간상)의 자료제출 협조의무 손해보상 명확화  

2) 복잡한 PSR 명확 · 일관된 해석 필요 

원산지결정기준(PSR) 해설서 마련 

검증사례 확인 · 공유 방안 마련 (예:품목분류 조회시스템)  

4) 첫 단추부터 제대로 ! 

3) 명백한 협정위반 아니라면, 아국 유리하게   

인증 · 비인증 품목 함께 기재 →  인증품목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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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검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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