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누각을 넘어 FTA 나래를 펴다 

             (부제 : 기초가 튼튼한 FTA 건물을 짓자) 





































중소기업,  
모래위에 FTA  
건물을 짓다  

지반이 약한  
FTA 건물 
무너지다 

협력사와 함께 
FTA 
재건설하다 



1-1 |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체수 99%, 근로자 종사자 88% 차지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절반 가량을 “중소기업”창출 



1-2 |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는 얼마일까? 

(단위:%) 

주요 OECD 회원국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단위%) 



1-3 | 중소기업 왜! FTA이어야 하나? 

높은 무역의존도 낮은 내수시장 가격 경쟁력 

    뛰어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 제품에 밀려 
    가격경쟁력 저하 

  구매력이 제한적인 
  국내 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 

80%가 넘는 무역의
존도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
수 



1-3 | 중소기업 왜! FTA이어야 하나? 

-수출국순위- 
1.중국 
2.미국 
3.홍콩 

4.베트남 
5.일본 



1-4 | FTA 관세특혜로 수출 증가 



2-1 | 중소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인식도 

관세사 

안해요! 

바빠요! 
돈없어요! 

몰라요! 
어려워요! 

대 략 난 감 

그래서 난 공익관세사가 되었다!  



2-2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공익관세사 

- FTA 활용기업 확대 
- FTA전문인력양성으로 청년실업 해소 
- 원산지관리 컨설팅 
 

- AEO홍보 및 컨설팅 
- 공인획득 및 사후관리 
- 기업상담관 운영 

- 해외통관애로해소 
- 비즈니스모델 개발 
- 기업관 협업 

AEO 통관 
애로 

FTA 



2-3 | 넌 누구냐!! 난 공익관세사다!! 

세상의 중심에서 원산지관리 중요성을 외치다! 



2-3 | 원산지 심사 관리에 허점을 보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례 증가 



2-3 | 원산지 심사 관리에 허점을 보이다! 



2-3 | 원산지 심사 관리에 허점을 보이다! 

-다수의 협력업
체- 부정확한 원산지확인서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확인서 위험인식 부족 

잘못된 원산지 판정결과 

-최종수출자- 

원산지 불충족 
C/O 작성 오류 
인증수출자오류 및 서류 미보관 



2-3 | 원산지 심사 관리에 허점을 보이다! 

원산지 사후 심사가 증가하고 피해가 우려되어 
FTA에 정확한 인식과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관세추징 과태료 벌금 
FTA  

적용배제 



2-4 | 짚으로 만든 집 사례_스위스산 금괴사건 

★FTA 실패 사례 동영상 보기★ 

http://tvpot.daum.net/v/Pppm2VDP74U$


2-4 | 짚으로 만든 집 사례_수출검증사례 



2-4 | 짚으로 만든 집 사례_수출검증사례 

원재료 수입 
대기업  
A사 

반제품 제조 
대기업 
B사 

영세 유통업 
C사 

영세 반제품 
가공 D사 

영세 완제품 
가공 E사 

최종수출 
중소 무역  
상사 

불량 원산
지확인서 

허위 원산
지확인서 

불량 원산
지확인서 

엉터리 원
산지증명서 

손해배상! 
거래단절! 
벌금! 



3-1 | 나무집 사례_튼실한 FTA가 되고자.. 



3-1 | 나무집 사례_튼실한 FTA가 되고자.. 

(주)동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 

도움 요청 



애로사항

접수 

업체현황

파악 

내용을 입력하세요. 본문 

맑은고딕 10pt 정렬은 가

운데정렬을 권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본문 

맑은고딕 10pt입니다. 

사후관리 
협력 거래사

와의 연동 

업체에 맞춤 

솔루션 제시 

교육 

1 2 3 

3-2 | FTA 건설 진행과정 

5 6 4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소개 업 체 명 (주)동보 

사업자번호 139-81-01043 

대표자 김 재 경 

법인등록번호 120111-0019522 

업     종 제 조 업 

종     목 자동차부품 

설 립 일 1985/07/01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비류

대로 646 (남촌동) 

전화번호 032-812-2353 



 (주)동보 연혁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요 고객사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소개 

 주요산업 : 자동차의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제조 

 주요 수출국 :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24개국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 

수입 수입보다는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생산공장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제품소개-엔진부품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제품소개-변속기부품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주)동보 제품소개-샤시 및 차동장치 부품 



3-2 | FTA 건설 진행과정 

 협력업체의 FTA 현황 

원산지확인서가 
뭐예요? 

답) 처음 듣는데요 

우리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죠? 
답) 당장 도움되
는 건 없잖아요 

원산지확인서 
어려운거 아 
니예요? 

답) 아~ 복잡해 

원산지관리가 꼭 
필요한가요? 
답) 돈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3-2 | FTA 건설 진행과정 

 협력사 실무자 교육 



3-2 | FTA 건설 진행과정 

 CEO 교육 



 협력사 CUSTOMIZED SOLUTION 제시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컨설팅 대상 품목 분석  

FTA DATA 수집&정합성 확보 

수정 DATA 기반 서류 작성 

FTA 원산지판정&원산지서류작성 
STEP4 

STEP3 

STEP2 

STEP1 

상위 벤더와 원산지 DATA 연동 



3-2 | FTA 건설 진행과정 

 협력업체와의 연동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 

(주)동보 

공익 
관세사 

Executive  
Coaching 

협력이익 
상승 효과 

협력 
업체 



3-2 | FTA 건설 진행과정 

 사후관리(원산지검증 대응) 방향 제시 

“FTA-PASS”도입으로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원충원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사내직원 FTA 교육으로 
사후 검증 대응 능력 강화 



3-1 | 벽돌집 사례_튼실한 FTA의 완성 



3-3 | 협력사 기반의 튼실한 FTA의 완성! 

공익관세사 
동아특수정밀㈜ 
차종복 이사님 

도와주세요! 

 동아특수정밀㈜에서 FTA 활용을 문의하다! 



 동아특수정밀㈜ 회사소개 

3-3 | 협력사 기반의 튼실한 FTA의 완성! 



3-3 | 협력사 기반의 튼실한 FTA의 완성! 



 동아특수정밀㈜ 주요제품소개 



 주요제품의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원산지증명서 발급 



 최종수출자인 ㈜하이젠상사 함께 FTA 건물 완성하다! 

㈜하이젠상사  
인증수출자 인증서 

동아특수정밀(주)  
인증수출자인증서 

동아특수정밀㈜ 의 
원산지확인서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이젠상사 관세혜택으로 

성공적 수출 달성! 

상호 협력이익 발생! 



협력사
와 
정보 
공유는 
필수
죠! 

 최종수출자인 ㈜하이젠상사 함께 FTA 건물 완성하다! 



드디어! 바람에도 끄떡없는  
협력사를 기반으로한 

튼튼한 FTA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의 제언 

현재의 FTA 시스템은 통상 “을”이라 할 수 
있는 하위 벤더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실질 FTA의 과실은 수출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
고 있는 구조임. 

하위 벤더는 원산지확인서의 위험성과 중요성
을 알지 못한 채 상위 벤더의 요구에 도장만 찍

어 주는 형태가 많은 것이 현실임. 

정부의 공식적인 원산지관리 안내문 발송. 
세제 혜택 등 적극적 지원 고민. 

FTA의 안정적 정착. 
국부 창출. 
고용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