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디딤돌 딛고 이룬 
5백만불 수출탑 



회사소개 

2000.07 

• 회사연혁 

KS Trading Co. 설립 

2004.07 ㈜ KSCNT로 법인전환 

연구소 설립 

2008.07 ISO 9001 : 2000 인증 

연구전담부서 인증,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증 

2010.12 ISO 9001 : 2008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1.11 제 48회 무역의 날 500 만불 수출 탑 기념 표창수여 

2014.05 ㈜ KSCNT 제품 REACH 등록 

2016.01 ISO 14001 : 2004 인증 

2017.06 경북 건천공장 준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표면평활제를  국내최초 개발 

연구전담부서를 조직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 

전체 매출의 80% 를 수출하는 수출 중심 기업 

 ㈜ 케이에스씨엔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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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 

 ( Resin, Pigment...) 

2G 2G 3G 

Raw material  

 ( Low viscosity Resin, High loaded filler.. ) 

  

Change 

   분체코팅에서  평활제는  표면장력을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임 

HEATING 
in OVEN 

평활제 

1세대 평활제 

       Mono Monomer Copolymer          

2세대 평활제 

       Multi Monomer Copolymer 

3세대 평활제 

       Hydroxyl Functional Monomer Copolymer 

 

2세대 평활제로  
커버가 힘들다!! 

 주요생산제품  

     평활제의 시대적 변화 <REACRONE PCL-100> 



잘 나가던 중 … 



HS 3906.90 

HS 3824.90 

" Please,  
issue with this code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한계 

같은 제품,  
다른 HS CODE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한계 

① 관세혜택 

3906.90 

10 % 기본관세 

3824.90 

1.54 % 특혜관세 

② 원산지기준 

3906.90 

CTH 

3824.90 

CTSH + RVC 3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한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한계 



부산세관 과의 만남 



  관세혜택 

3906.90 

10 % 기본관세 

3824.90 

1.54 % 특혜관세 

품목분류 상이시 CO 발급지침 적용 

? 

• 해외 바이어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 



  관세혜택 

3906.90 

10 % 기본관세 

3824.90 

1.54 % 특혜관세 

해당근거서류 제출로  3824.90  C/O기재 발급  

" Oh,  

Thanks for your 

cooperation " 

품목분류 상이시 CO 발급지침 적용 

• 해외 바이어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같은 제품,  

다른 HS CODE  인증 문제 ? 



제출서류 간소화, 
CO 신속 발급 

대외신인도 제고 

국가별 HS CODE 
상이 문제 대응 가능 

With  
『Certificate of product specific approved exporter 』…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자사 공정의 충분공정 유권해석 



자사 공정의 충분공정 유권해석 



EU 간접검증 
수출 당시 원산지 신고서에 기입한 

문구의 오류가 원인 

EU 검증 





부산세관 과의 만남 



EU검증 



원산지 증명 성공! 

부산세관 조사관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즉시 
제출하며 완벽히 대응!! 

Buyer의 신뢰확보 

위기극복으로  

 신뢰감 향상! 

EU검증 





관세환급 점검 



관세환급 오류발견 
대다수 수출물품을 HS 3824.90-9090  
(HS 2017 3824.99-9090)으로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 받았으나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확인 후 관세환급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 

[수출물품 HS CODE 및 간이정액환급액] 

관세환급 점검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제출 후 과다환급금 전액 자진 납부함  

회사 내부적으로 관세환급 프로세스를 재점검! 

관세환급 점검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1그룹 2그룹 3그룹 

‘16년 기준, 특혜원산지인증서 total 141 건 발행 

*기관발급 *원산지문구 *자율발급 
 



FTA 자신감 

위기를 겪으면서  

내부적 단련으로 성장 

경쟁력 강화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 

닥친 위기를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이어의 무한신뢰 

시사점 



 예상치 못한 위기,  
                실보다 





THANK YOU FOR 

LISTEN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