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기회로! 
대륙의 동심을 사로잡다. 

- 보령메디앙스 유아생활용품 - 



CONTENS 

하나, 
회사 소개 

둘, 
FTA 활용과정 

셋, 
FTA 활용효과 

넷, 
시사점 

보령메디앙스, BORYUNG 



회사 연혁 

Ⅰ. 회사 소개 - 보령메디앙스 

1979 1998 2006 2013 2015 

보령장업(주)  
설립 

보령메디앙스
(주) 

상호 변경 

중국 천진법인  
설립 

상해사무소  
개소 중국 시장 진출 

2015.12 

한-중 FTA 발
효 



주요 생산품목 

Ⅰ. 회사 소개 

임신부터 출산, 유아까지 아우르는 토탈 라이프 케어, 유아생활용품 특
화생산 

젖병 세제 어린이 치약 제균 스프레이 젖병, 젖꼭지 유아용 손톱깎이 

비앤비 유피스 



보령메디앙스 매출현황 

Ⅰ. 회사 소개 

▶ 국내경쟁격화로 국내 매출 곤두
박질 

▶ 국내 매출 89%, 내수시장 의존 구
조 

해외 수출판로 개척만이 
유일한 돌파구 

매출액 

2013년 

1,429억원 

수출액 

147억원 

2014년 2015년 2013년 

1,320억원 

89억
원 

1,533억원 매년 
감소 

매출액 구조 

국내매출액 

수출액 

28억
원 

2014년 2015년 

160% 
증가 89% 

11% 



활용 전 국내업계 현황 

Ⅱ. 한-중 FTA 활용과정 

▶ 유아용품 병행수입, 해외직구族 증가 수입 유아용품 유입 多 

출산율 저하 ▶ 독신 증가,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희망의 땅 ‘중국’으로 – 회사회생을 위한 청신호!  

Ⅱ. 한-중 FTA 활용과정 : “위기를 기회로” 

중국 소황제 시장은 정체된 내수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황
금마켓 

한국산 유아용품 인기 急상
승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폐지 

한국 유아용품 시장의 7배, 3조위안(한화547조원)예상 

「한류 붐」 한국산 유아용품 안전 인식 

한국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세계적 인기로 유아용품 인기 동반 
상승 

중국 매출 더욱 확대 예상 



보령메디앙스의 중국 진출 

Ⅱ. 한-중 FTA 활용과정 

중국 천진에 판매법인 출범 

비앤비 젖병세제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 ‘알리바바’ 최고 인기 한국상품 
선정 

하반기 중국 광저우 , 청도 사무실
을 열어 3,4선 도시 진출 추진 

Step1 

Step2 

Step3 

한·중 FTA가 체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국시장 진출 계획 수립 

Step4 

2012.  

2013.  

2015.  

향후계획.  



활용 배경 

Ⅱ. 한-중 FTA 활용과정 

1. 치열한 중국 유아용품 시장 2. 세계 기업과의 경쟁 3. 한-중 FTA 원산지증명
서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시
행 

국내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선두! 

원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  
중국 법인 관리팀의 C/O 요
구 

⇒ 국내외 유아용품 업계는  
    중국 현지 투자에 총력전 中  

But,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의 
       경쟁력 필요 

한·중 FTA는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을 위해 필수!! 



장애요인 ① 

Ⅱ. 한-중 FTA 활용과정 

FTA 및 원산지규정에 대한 無知 

HS CODE? 

▶ 내수위주, 주요 수출국이 중국으로 FTA 및 원산지규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

▶ 원산지 전담인원, 조직, 매뉴얼도 없는 상태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 



장애요인 ② 

Ⅱ. 한-중 FTA 활용과정 

한국과 중국의 HS 품목분류 상이 

품 명 HS code 양허유형 실행세율 협정세율 PSR 

수유 젖병 
3924.90(한국) 10 10% 이행2년:8% CTH 

3924.10(중국) 15 10% 이행2년:8.7% CTH 

젖꼭지 
3924.90(한국) 10 10% 이행2년:8% CTH 

4014.90(중국) 10 17.5% 이행2년 : 14% CTH 



장애요인 ③ 

Ⅱ. 한-중 FTA 활용과정 

OEM 생산 반제품의 원산지확인 

OEM 생산 반제품이 완제품과의 동일 세번으로  
세번변경기준(CTH) 불충족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원산지확인서) 필요 

반제품(3924.90) 
 

완제품(3924.90) 

세번변경기준(CTH) 

불충족 



장애요인 극복 방안 

Ⅱ. 한-중 FTA 활용과정 

                            인천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 1 

인천세관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신청 후 선
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컨설팅 실시 → 한-중FTA 활용밥법에 대한 無知 



장애요인 극복 방안 

Ⅱ. 한-중 FTA 활용과정 

                            중국 판매법인의 수입신고필증 2 

중국 천진 법인에서 수입 시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으로 중국세번 추가 인증 → C/O 발급

HS 해석 상이시 체약상대국 공식 입증가능서류로 C/O발급 
가능 



장애요인 극복 방안 

Ⅱ. 한-중 FTA 활용과정 



장애요인 극복 방안 

Ⅱ. 한-중 FTA 활용과정 

원산지확인서 및 FTA-PASS 시스템 구축 3 

-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교육 및 향후 관리 안내를 통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 FTA-PASS 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판정 후 C/O발급

- 사내 ERP시스템에 원산지관리를 함께 구축 예정 

- 다품종생산으로 추후 업체별 인증수출자 지정 검토중

인천세관과의 원산지 관리 업무협조 체제 
구축 

FTA-PASS 시스템 구축 



Ⅲ. 한-중 FTA 활용효과 

관세절감  한류 산아제한정책 폐
지 

1. 중국판매법인 직수출 → 관세절감 (4,000만원, 철폐시 2억원 이상) 

제품 원가 경쟁력 상승 → 중국 시장 성장 

2. 새로운 시장개척 및 산업활성화 → OEM 생산업체 매출 동반 상승 
 

고용 증대  



Ⅲ. 한-중 FTA 활용효과 

3. 2016년도 350억원(전년대비 200% ↑)의 對중 수출 예상 

매출액 

1,429억원 40% 

수출액 

147억
원 

300억원 

1,320억원 120% 
증가 

1,600억원 

89억원 200% 
증가 

2013년 

1,533억원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8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 중국 수출판로 개척으로 매출액 동반 상승 기대 



Ⅲ. 한-중 FTA 활용효과 

 한-중 FTA 활용 후 보령 메디앙스 



Ⅳ. 시사점 

1. 한-중 FTA 혜택 선제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 

2. 중국 HS 추가인증, 원산지판정체계 확립으로 중국 통관장애 
극복 

3. 품목별 원산지인증자격 획득으로 한국산 상품의 신뢰성
과 
  

 안전성 이미지 제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