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삭~바삭~조미김! FTA와 함께 세계인 식탁 위로~ >

요 약 ( 지역특산물 활용)

□ 기업소개

ㅇ 2007년 설립, 마른김, 조미김 수출, 매출액 17억원(‘15년)

□ FTA 활용과정

ㅇ FTA 활용 시 장애요인

- 국내 소비 침체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통한

수출 증대가 필수이나, 영세어민이 복잡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FTA 활용하지 못함

- 특히, 수산물 가공식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완전생

산기준(WO)이 적용되어 영세어민이 직접 재배·수확·가공했

다는 것을 단계별로 증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마른김’에 대한 원산지 근거서류 간소화 필요

ㅇ FTA 활용과정

- 천리길도 마다않고「찾아가는 YES FTA 이동상담」통관 애로 청취

- 김 양식장 CCTV 설치, 어업인들의 결의 등 무산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확인

- 영세어민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 건의 ⇨ 고시 개정

□ FTA 활용효과

ㅇ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전체 수출 88% 증가, 특히 對중국 수출 138배 증가

ㅇ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로 시간 단축 및 발급 비용 절감(4억원)

ㅇ FTA 특혜세율 적용함으로써 관세 절감(2억원), 가격경쟁력 상승

ㅇ 원산지 확인 발급에 대한 생산자·수출자 부담 감소

개선前 : 원산지 증빙서류 6종 → 개선後 :1종(마른김 수매확인서)

□ FTA 활용 특징

ㅇ 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지속적인 확대 추진



[분야 : 지역특산물 활용

바삭~바삭~조미김! FTA와 함께 세계인 식탁 위로~

1  기업소개

□ 업체개요 : 대OOO(주)

ㅇ A업체는 2007년 설립된 김제조 가공 등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수출

ㅇ 전체 매출액 중 약 48% 수출 차지 (2015년 기준 매출액 17억원)

ㅇ 주요 생산제품

품명 제품 사진 HS NO 제품 특성

마른김 1212.21
청정지역인

남해안에서 생산

조미김 2106.90
마른김을 가공한

제품

ㅇ 제조공정 (조미김)

원재료 투입

⇒

1차 구이

⇒

조 미

⇒

2차 구이

⇒

포장

마른김

실리카겔

고온에서

1차로 구움

식물성유지

정제염

고온에서

2차로 구움

포장지

박스

<공장 내부> <컨베이어를 이용한
라벨링·소포장> <조미김 최종 포장>



2  FTA 활용과정

□ 활용 전

ㅇ 한국 업체들끼리 단가인하 경쟁 및 국내 소비 침체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통한 수출증대가 필수이나, 현재까지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

□ FTA 활용 시 장애요인

ㅇ 특히, 수산물 가공식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운 완전생산

기준(WO*)이 적용되어 영세어민이 직접 재배·수확·가공했다는

것을 단계별로 증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한 국가에서 생산돼 최종 가공공정이 끝난 국가에 원산지 부여(Wholly Obtained)

ㅇ 또한, 영세한 수출기업의 한정된 인원으로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제반 서류 구비에 대한 어려움과 서류의 5년 이상 보관․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함

⇒ ‘마른김’에 대한 원산지 근거서류 간소화 필요

기 존 원 산 지 증 빙 서 류

생산자(어민) : 출하확인서,

어업권행사계약서,

양식허가증

수협 : 수산물 수매확인서,

위탁판매출하확인서,

어대금청구서 등

□ 활용과정

ㅇ 우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15년 15개 지역수협 발급 물김

수매 확인서를 원산지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ㅇ 이에, OOO수협에서 발급하는 ‘마른김 수매확인서’를 추가로 원

산지 증빙서류로 인정받도록 장흥군수협 및 조미김 수출업체는

서울세관에 협조 요청



ㅇ 남도 천리 길도 마다않고 한걸음에∼

- OO지역 생산 김의 유통·운영 전반을 사전 점검하여 김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청 FTA기획담당관실 2명 및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장외3명은 조미김업체, OO군청, OOO수협 방문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어업생산 담당자 인터뷰> <수협담당 과장 상담>

- 2009년부터 품질관리를 위해 OOO수협에서 물김판매를 금지하고

마른김으로 유통을 일원화한 후 위판하고 있어「관세청장이 인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 김 양식장 CCTV 설치, 어업인들의 결의 등 김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확인한 결과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 필요에 공감

ㅇ FTA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

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 건의

⇒ ‘마른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16.10)

*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게 하여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마른김 수매확인서’ 원산지증빙서류 인정근거>
① 양식장 전 해역을 감시하는 CCTV

② 친환경 장흥무산김 관련 다수 언론보도로 신뢰성 제고

③ 전남 장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장흥김'이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10호 등록('11.1.18)

3  FTA 활용 효과 

□ FTA 활용효과 관세 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 상승 ⇨ 수출물량 확대

ㅇ 중국 등지의 김 소비가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이 확대



- 수출액 [2015년] 750천불 → [2016년] 1,412천불 ⇨ 수출액 88% 증가

ㅇ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로 한-중 FTA 활용, 중국시장 진출 확대

- 對중국수출액 [2015년] 1천불→ [2016년] 193천불⇨對중국 수출 138배 증가

<전체 수출액> <對중국 수출액)>

ㅇ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구 분
'16년 FTA국 수출

시간단축 절감비용
건수 (장흥김 수출업체 7社)

조미김

(2106.90)
766 일평균 11h* 4억원**

* 766건 x 40h(수출건당 40시간 절약) = 30,640시간 ÷ 7(업체수) = 4,377시간

** 766건 x 50만원 (수출 건당 50만원 절감) = 383백만원

ㅇ 상기 7개 업체 FTA 활용에 따른 ‘17년도 (예상)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

수출국
C/O 미활용

수출액(‘16년)

상대국

세번

관세율(‘16년) 관세

절감액실행세율 FTA세율

미국 2,272

2008.99

6 0 136

중국 653 15 10.5 29

EU 10 18.4 0 2

아세안* 141
2106.90

5 0 7

캐나다 42 10.5 4.2 2

합 계 3,118 176

* 아세안의 세율은 국가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어 태국의 세율을 기준으로 함

ㅇ 원산지 확인 발급에 대한 생산자·수출자 부담 감소

개선前 : 원산지 증빙서류 6종 → 개선後 : 1종 (마른김 수매확인서)

-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



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으나*

* [‘16년 9월 기준] 수산물 : 62.1%, 산업 전체 : 71.5%,

-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4  FTA 활용 특징 및 시사점 

□ 활용사례 특징

ㅇ 동 사례는 영세 김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 조미김업체, OO군청, OOO수협 방문하는 등 천리길도 마다않는

적극적인 세관의 FTA 활용 컨설팅 수행 및 고시개정 노력 등은

-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수산식품 산업도 세관의 적극적인

FTA 활용 컨설팅 수행을 통해 FTA 수혜산업이 될 수 있다는 성

공 사례를 보여줌.

□ 시사점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를 통해

FTA 상대국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수산물·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지속적인 확대 추진

ㅇ 김 시장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미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량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EU, 호주, 뉴질랜드 등의

수출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이에, 적극적 FTA 활용을 통한 수

출 판로 확대 지원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