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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FTA(Free Trade Agreement)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Approved Exporters Policy)에 대한 인지도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

의 간소화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적 위험관리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TA 및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의 인지도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

적 위험관리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회귀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208부, 163부의 설문응답

을 회수하였으나, 두 번째 실시한 163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에 대한 인지도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

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와 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와 제도적 위험관리 역시 원산지인증수출

자제도의 활용도와 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위에 나타난 두 가지의 독립변수와 한 가지 종속변수에 대하여 기업

의 일반적인 특성(종업원수, 매출액, 수출대상 국가수 등)별로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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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무역의 꽃이라 불리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진행하기에 위해서는

해당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이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

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즉, 수

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 나

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통일서식 또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여 수입자에

게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에 반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두 기

관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기관인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면서,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업무

를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관세청이 총

괄부서라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다. 대한·서울상공회의

소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의 72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지역의 원산

지증명서발급을 비롯한 각종 무역인증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유치함으로써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내 무역업체들이 수출·입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

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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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권장 및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 다양한 가운데, 필자는 특별히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활용도가 기업의 수출성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울산의 경우, 울산상공

회의소와 울산세관(관세청)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의 비율은 지난 3

년간 약 8: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FTA원산지증명서에 비해 발급

량이 월등히 많은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의 인지도는 관세청에

비해 상공회의소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위 ‘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짙어, 관세청보다는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타낸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울산상공회의소의 데이터가 울산지

역 중소기업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 판단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울산상공회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도 기준으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

서 발급을 위해 서명등록한 업체수는 약 500개이다. 이 중에서 약 200개사

가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산

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인증수출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는 업

체수는 약 30개사로 전체비율이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여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가 기업의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원

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됨으로써 울산지역 중소기업들

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편리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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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울산지역 내 수출기업 또는 FTA 활용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는 울산상공회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

행되므로 울산상공회의소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의 활용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베이 연구를 실시한다. 울산상공회의소의 FTA원산

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울산지역 내 FTA원산지증명서 총 발급건수의 80%를

차지하므로, 울산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울산지역 수출업체들의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수출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산지인

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활

용도 제고방안 또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베이 연구를 통하여 먼저 울산지역 수출업체 가운데 FTA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의 활용경험 여부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해당 제도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에 대한 수출업체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세 번째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와 수출성과의 상관관

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경험자의 실제적 데이터와 무경험자의 기대 정

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주

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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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구성

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2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도의 개념과 개요, 혜택

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3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먼저

현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향

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롯한 인증수출자제도의 규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그

리고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은 서베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실무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각 정리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먼저 사례연구 결과 및 개선점 도출효과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

구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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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활용

1. FTA의 개념과 활용방법

1) FTA의 개념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

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

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

라고도 부른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1단계는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2단계는 관

세동맹, 3단계는 공동시장이 형성되고 마지막 4단계는 완전경제통합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본다(관세청 YES FTA, 2019).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서로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제영광, 2019).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는 <그림1>과 같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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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NAFTA가 그 예이

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

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

를 취하며, 그 예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

카 공동시장(CACM)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

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

로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

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관세청 YES FTA, 2019).

<그림1>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출처 : 관세청 YES FTA, FTA란?, B.Balassa의 분류에 의한 발전단계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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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의 활용방법

(1) 수출시 FTA의 활용방법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1단계는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 간에 FTA 협정

이 체결 후 발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품목 번호를 확인

한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

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

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3단계는 FTA 관세혜택

을 확인한다.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관세혜택은 [(상대국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출금액]

으로 계산할 수 있다. 4단계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FTA 관세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류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원산지결

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BOM(Bill Of

Material)으로 원재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BOM이나 Part List 등 원재

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하고,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필요하다. 마지막 셋째는 최종생산제

품의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

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5단계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대국에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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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ㆍ공식적인 서류이다.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하며,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는 차이가 있

는데 아래의 <표2>를 참고하면 된다.

<표1>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표2> FTA 협정별 주요 특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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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FTA 협정별 주요 특징-2

마지막 6단계는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

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

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면 된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

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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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

여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

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④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⑦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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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시 FTA의 활용방법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1단계는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 간에 FTA 협정

이 체결 후 발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품목 번호를 확인

한다.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

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

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통상 6단위)와 수입신고시 기재할

HS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FTA 관셰혜택을 확인한다.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관세

혜택은 [(한국의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4단계는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

를 상대 수출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양식, 발급기관, 인장, 원

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한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위의 <표

2-N>을 참고하면 된다. 5단계는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다. 협정세율 적용

신청의 의의는 수입자가 FTA 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

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관

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중 관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선착순방식에 의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 TRQ 총수량 내에 수입신고 수리되

면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는 아래의

<그림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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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도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

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

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이며,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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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

하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한 수입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

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름).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외

2.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

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

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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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FTA 협정별 과세 면제 기준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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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는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

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

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② 수입신고필증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④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

우만 해당)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및 활용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5개

이며 협정상대국가는 다음과 같다.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언급

하자면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아세안(’07.6.1), 인도

(’10.1.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터키(’13.5.1), 호주

(’14.12.12), 캐나다(’15.1.1), 중국(’15.12.20), 뉴질랜드(’15.12.20), 베트남

(’15.12.20), 콜롬비아(’16.7.15) 순서이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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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것이며, 아세안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0개국과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EU는 유럽연합으로 오스트리아, 벨기

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

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로 총 28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기타 FTA 체

결 추진현황 및 각 협정이 갖는 의의는 아래의 <표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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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FTA 협정별 추진현황 및 의의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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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FTA 활용현황

(1) 수출시 FTA 협정별 활용현황

다음의 <표5>는 관세청에서 수출시 FTA 협정별 활용률을 연도별로 나

타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정리한 표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의 활용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

한 총 14개의 FTA 협정 중 8종류의 FTA 협정 활용률이 매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칠레와 아세안, 페루, 터키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활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베트남의 경

우에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어느 협정 하나라도 지난 2년간 꾸준히 감소한 사례는 없으며, 그 감

소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6년과 비교시 2018년의 활용

률이 적게 나타난 협정은 한-아세안, 한-페루, 한-터키 3개 협정뿐이며 그

외 11개의 협정은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협정의

총 합계 역시 2016년 63.8%에서 2018년 73.5%로 약 10%p 증가하였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시 협정별 FTA를 활용률은 대체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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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지난 3년간 수출시 FTA 협정별 활용현황

(단위 : %)

번호 협정 구분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8년(누적)

1 칠레 78.6
77.6

(▼1.0)

85.0

(▲7.4)

2 EFTA 80.4
82.2

(▲1.8)

84.2

(▲2.0)

3 아세안 52.3
46.1

(▼6.2)

52.1

(▲6.0)

4 인도 65.8
67.5

(▲1.7)

70.9

(▲3.4)

5 EU 84.8
85.5

(▲0.7)

86.7

(▲1.2)

6 페루 83.3
78.2

(▼5.1)

79.5

(▲1.3)

7 미국 75.6
86.1

(▲10.5)

86.0

(▼0.1)

8 터키 80.4
71.9

(▼8.5)

80.1

(▲8.2)

9 호주 77.4
80.1

(▲2.7)

82.7

(▲2.6)

10 캐나다 89.1
93.4

(▲4.3)

93.6

(▲0.2)

11 중국 33.9
49.7

(▲15.8)

55.0

(▲5.3)

12 베트남 36.9
50.4

(▲13.5)

47.8

(▼2.6)

13 뉴질랜드 31.8
35.3

(▲3.5)

36.0

(▲0.7)

14 콜롬비아 17.4
49.8

(▲32.4)

53.0

(▲3.2)

합계 63.8
70.0

(▲6.2)

73.5

(▲3.5)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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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시 FTA 협정별 활용현황

다음의 <표6>은 관세청에서 수입시 FTA 협정별 활용률을 연도별로 나

타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정리한 표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의 활용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

한 총 14개의 FTA 협정 중 6개의 FTA 협정 활용률이 매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터키, 베트남,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활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 인도,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년간 꾸준히 감소한 협정은 미국이 유일하지만 감소량은 총 0.5%에 지나

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과 비교시 2018년의 활용률이 적게 나타난 협정은

한-칠레, 한-미국, 한-호주 3개 협정뿐이며 그 외 11개의 협정은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협정의 총 합계 역시 2016년 69.6%에

서 2018년 75.3%로 5.7%p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시

뿐만 아니라, 수입시에도 협정별 FTA를 활용률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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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지난 3년간 수입시 FTA 협정별 활용현황

(단위 : %)

번호 협정 구분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8년(누적)

1 칠레 99.3
99.5

(▲0.2)

98.4

(▼1.1)

2 EFTA 56.8
60.0

(▲3.2)

63.7

(▲3.7)

3 아세안 73.5
75.5

(▲2.0)

76.8

(▲1.3)

4 인도 56.0
61.5

(▲5.5)

57.3

(▼4.2)

5 EU 72.1
76.3

(▲4.2)

76.4

(▲0.1)

6 페루 77.5
82.1

(▲4.6)

87.9

(▲5.8)

7 미국 70.7
70.6

(▼0.1)

70.2

(▼0.4)

8 터키 65.9
63.4

(▼2.5)

66.5

(▲3.1)

9 호주 79.2
85.6

(▲6.4)

79.1

(▼6.5)

10 캐나다 75.1
83.6

(▲8.5)

80.6

(▼3.0)

11 중국 58.1
68.6

(▲10.5)

74.9

(▲6.3)

12 베트남 88.2
86.7

(▼1.5)

90.0

(▲3.3)

13 뉴질랜드 87.3
86.5

(▼0.8)

89.0

(▲3.5)

14 콜롬비아 66.4
87.2

(▲20.8)

90.3

(▲2.8)

합계 69.6
74.0

(▲4.4)

75.3

(▲1.3)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YES FTA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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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시 산업별 FTA 활용현황

다음의 <표7>은 관세청에서 수출시 산업별 FTA 활용률을 연도별로 나

타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정리한 표이다.

산업군은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1) 체계를 통해 총 10가지 산

업군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종류에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

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품, 잡제품이 있다. 표를 통해 수출시 산업별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가지 산업군 중에서 6가지 산업군에서 매해 꾸

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활

용률이 감소한 산업군은 철강금속제품과 잡제품이 있으며,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활용률이 감소한 산업군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이 있다. 하지만 그 감소량은 매우 적어서 실제로 2016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예외없이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

며, 그 총 합계는 2016년도는 63.8%, 2018년도에는 73.5%로 약 10%p 증가

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수출시 산업별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

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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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지난 3년간 수출시 산업별 FTA 활용현황

(단위 : %)

번호 MTI1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8년(누적)

1 농림수산물 50.8
53.0

(▲2.2)

58.5

(▲5.5)

2 광산물 58.3
87.0

(▲28.7)

92.1

(▲5.1)

3 화학공업제품 59.7
64.4

(▲4.7)

68.4

(▲4.0)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4.7
68.1

(▲3.4)

67.9

(▼0.2)

5 섬유류 45.9
48.2

(▲2.3)

50.6

(▲2.4)

6 생활용품 48.1
57.9

(▲9.8)

50.1

(▼7.8)

7 철강금속제품 59.6
58.4

(▼1.2)

63.7

(▲5.3)

8 기계류 73.3
81.2

(▲7.9)

86.2

(▲5.0)

9 전자전기제품 51.1
60.5

(▲9.4)

66.0

(▲5.5)

10 잡제품 60.8
47.3

(▼13.5)

93.6

(▲46.3)

합계 63.8
70.0

(▲6.2)

73.5

(▲3.5)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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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시 산업별 FTA 활용현황

다음의 <표8>은 관세청에서 수입시 산업별 FTA 활용률을 연도별로 나

타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정리한 표이다.

산업군은 위와 마찬가지로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체계를 통

해 총 10가지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표를 통해 수입시 산업별 FTA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가지 산업군 중에서 9가지

산업군에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직 플라스

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만이 2017년도 79.9%에 비해 2018년도에 77.5%로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감소량은 매우 적어서 실제로 2016년도와 2018

년도를 비교하면 해당 산업군 역시 2016년도 72.5%에서 2018년도 77.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산업군의 수입시 FTA 활용률 총 합계는

2016년 69.6%에서 2018년 75.3%로 약 6%p 증가하였으므로, 수입시 산업별

FTA 활용률 역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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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지난 3년간 수입시 산업별 FTA 활용현황

(단위 : %)

번호 MTI1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8년(누적)

1 농림수산물 82.6
89.0

(▲6.4)

90.4

(▲1.4)

2 광산물 52.6
59.4

(▲6.8)

65.8

(▲6.4)

3 화학공업제품 75.5
79.8

(▲4.3)

82.1

(▲2.3)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2.5
79.9

(▲7.4)

77.5

(▼2.4)

5 섬유류 76.6
82.7

(▲6.1)

85.1

(▲2.4)

6 생활용품 65.7
68.8

(▲3.1)

69.6

(▲0.8)

7 철강금속제품 73.6
77.5

(▲3.9)

79.0

(▲1.5)

8 기계류 69.1
73.2

(▲4.1)

74.6

(▲1.4)

9 전자전기제품 56.7
63.5

(▲6.8)

64.3

(▲0.8)

10 잡제품 59.1
80.2

(▲21.1)

88.5

(▲8.3)

합계 69.6
74.0

(▲4.4)

75.3

(▲1.3)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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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산지증명 제도

1. 원산지증명의 개념 및 원산지증명방식의 종류

1) 원산지증명의 개념

양자 간 FTA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원산지적용에 대한 실체적

기준에 의해서 생산 물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이 원산지증명은 통관절차에 필요한 행정서류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 절차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

세행정절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FTA 협상 시에 발급 주체 및 절차와 양식

을 양자 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된다.(장승철, 2012).

‘원산지 제도(Rules of Origin)’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국, 조립

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

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법적․행정

적 개념이다(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1)

2) 원산지증명방식의 종류

원산증명서는 협정과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그 발급방식에 따라 크게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눈다(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각 체결국 및 협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

이는 있으나, 기관발급방식의 경우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자율발급방식의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발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박주

원, 2010).

원산지증명제도(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각 국가별 행정환경, 문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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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각 FTA별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통상 그 증명의 주체에 따라서 기관증명방식(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제3자증명방식)과 자율증명방식(self-certification

system)로 구분된다(김석규 외, 2016)

(1) 기관발급방식

우리나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46개

의 세관과 65개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다. 그 외 개성공업지구의

생산물품은 46개의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기관발급방식은 수출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

해서는 반드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

는 절차가 필요하다(박주원, 2010).

기관발급은 법령과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율발급 방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공신력이 놓아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가능

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별

개로서 진행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따를 불편과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며,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수출자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발행할 경우 요식행위

에 불과하게 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신동현, 2016).

기관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상공회의소와 같은 제3

의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김무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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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발급방식

자율발급은 법령과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

자가 자율적으로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하는 방법

으로서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 편리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불성실업자들이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사전

에 일정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성실성을 인정받은 수출업체에 한하

여 원산지 자율증명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한·EU FTA의

인증수출자제도가 이에 해당하며, 이 방식은 자율발급 방식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나 인증과 관련된 관세당국의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신동

현, 2016).

자율증명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

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

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김무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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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현황

1)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는 원산지증명 및 통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할

수 있다.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특정국가임을 최종적으로 증

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모

든 서류를 의미한다(신동현, 2016).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를 증명하는 문서로써,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

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관세청 홈페이지, 2019)

2) 원산지증명서의 유형

(1) 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은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둘째는 아시

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이

다. 셋째는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넷째는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

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이며, 마지막 다섯째는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

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있다(관세청 홈페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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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

급하는 경우, 둘째는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

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필요로 할 때이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관세청 홈페이

지, 2019).

4.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의 비교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협정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9>를 통해 협정별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

용횟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9>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의 비교-1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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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의 비교-2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제3절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 시 생산공

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

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8년 7월 15일 동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로 명칭

을 개편하고 모델·규격별 인증제도로 운영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1일 발

효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박홍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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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개념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

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

출 간소화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최강수, 2011).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에 있어 특정 협정(한-EU,

한-페루 FTA) 하에서 수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동시에, 기관발급 방식의 단점

을 보완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

고 할 수 있다(최권수, 2017).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 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

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357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지정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신청자격

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있는 생산자로 한정됨으로써 이용기업이 많지 않았

다. 이후 2008년 7월 15일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리고 2010년 4월 1일 기존의 모델,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은 현실을 반

영하고, 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이원화하여 가령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품목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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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는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이며, 둘째는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이다.

먼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을 인증 전과 후의 차이를 통해 비교 설명

할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인증 전에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인증 후에는 6,000유로 초과 물

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의 경우

인증 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원산지

소명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시 원산지확인서,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

료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덧붙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거쳐 원

산지를 인증해주는 반면에, 인증 후에는 각종 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 가능

하며, 현지확인 절차 또한 생략할 수 있다.

한-EFTA의 경우 인증 전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전자문서 이용이 불가능하나, 인증 후에는 자율발급 원산

지증명서로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 가능하며,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이 수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인증 전과

후의 혜택 차이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수출업체의 실무자가 인

증 전 행정절차 간에 느끼는 부담감과 인증 후 경험하는 행정간소화는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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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전·후 발급 기준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다음으로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을 살펴보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두 가

지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인증요건과 혜택범위, 그리고 인증혜택에 있어

서 차이가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관리시

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둘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셋

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넷째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이 없을 것, 다섯째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여섯째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사례가 없을 것 이상 6가지이다.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은 첫째 해당 품목(HS 6단위)의 원산

지결정기준 충족, 둘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셋째 원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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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 지정 및 운영 이상 3가지이다.

그리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범위는 전체협정과 전체품목에 미

치는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범위는 인증 심사받은 협정과

인증 품목(HS 6단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혜택은 1회 인증으로 인증수

출자의 모든 협정 및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을 누릴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혜택은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며 인증

협정에만 적용 가능하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시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 맞는 인증 종류를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품목을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적은

품목을 아세안 지역이나 인도 등 특정 국가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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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종류별 개요

출처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유의사항

인증수출자 인증시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부여한다. 즉,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인증 받은 협

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 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한 경우에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두 번째로,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해당 업체 책임 하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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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

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제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은 아니

며,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 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세 번째로,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

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

는 면제되지 않는다(관세청 홈페이지, 2019).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

는 편의성은 있지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에 부수되는 3가지 유의할

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업체별 인증수출자나 품목별 인증수출자

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업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을 충족한 물품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곧바

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둘째,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협정별로

인증을 받는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HS 6단위별로 포괄적으로

인증을 받지만 모든 협정에 대하여 포괄적인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셋

째, 인증 취소와 시정명령의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보유 유무,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업

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을 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인

증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바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

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박홍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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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 제도의 해결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고승주(2012)는 표준인증수출자제도 인증수출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

였으며 EU와 일본 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증근(2011)은 사후관리

강화, 인증수출자제도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박홍규(2015)는 유

럽 단일인증(Single Authorization) 가능 국가 현황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이창숙 외(2011)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규정 마련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장승철(2012)은 FTA활용컨설팅 서비스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하

였다. 최강수(2011)는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 타협

정 인증기업의 EU 인증수출자로 전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춘 외(2017)는 인증수출자 FTA혜택 증가를 통한 FTA 활용 촉진 기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증수출자 갱신 비용 절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수월성을 보장함으로써 경미한 법 위반으로 인한 인

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증수출자 취소 발

생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효력정지요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

로 인증수출자에게 검증 부담을 감소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39 -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검정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당초에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3>과 같이 설정하

여 1차 설문은 208부, 설문지 문항 수정 및 보완 후 2차 설문은 162부로 두

차례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의도와 달리 4개의 독립변수가 2개로 묶

이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정하여 <그림4>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3> 수정 전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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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수정 후 연구모형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1.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지도에 관한 가설

1) FTA 인지도 관련 선행연구

박철구(2013)는 원산지 정보유통을 강조하면서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중소기업의 FTA 이해도, 원산지 정보협력과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지원 등을 꼽았으며 원산지 역량강화를 위

해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인교 외(2010)는 FTA 활용방안 연구에서 FTA 원산지 등 관련 정보부

족, 원산지 증빙자료 사후 보관의무, 원가정보 제공 기피 성향, 전문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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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FTA 부정적 활용요인으로, 산업별 협회의 지원체제 역할 증대와 유관

기관의전문성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FTA 성공적 활용 요인으로 제시한다.

김시라 외(2017)155)는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분

석한다.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보편화되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

하며 이를 위해 FTA 특혜관세 및 기타 혜택 등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기 분석내용들을 응용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주요 요인을 중 하나를 FTA의 인지도로 꼽았다.

FTA의 인지도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제도의 활성화와 기업의 수출성과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지도 관련 선행연구

이창숙, 김종칠(2011)은 국가별 인증수출자 운용사례(영국, 스위스, 노르웨

이, 아일랜드)를 통하여 인증수출자제도 홍보의 기업인식 전환 유도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 확대(교육의 수도권 집중, 4학년 대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지원 필요) 등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1은 다음과 같다.

H1 :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기업의 원

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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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증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에 관

한 가설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증절차 간소화 관련 선행연구

최강수(2011)의 경우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타협정 인증기업의 EU 인증수출자로 전환하고 사전검증 진행 중인 업

체에 대해 검증 완료시 심사생략, 우선인증기업 파악하여 우선인증 대상업

체 지정･관리, 원산지지식이 풍부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인증신청 유도, 원산

지지식이 부족한 업체는 교육, 컨설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체별 전담자 지정을 통한 인증실명제 도입, 사전준비부터 인증지

정까지 one-stop 컨설팅, 행정지도･홍보･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인증지정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친기업적 인증수출자

심사(경미한 위반의 경우 관용 등) 및 사후관리 강화(자발적 관리 가능하도

록 유도,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

스 확대(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 또는 업종에 대하여 검증결과 적합판정된

업체는 심사 생략 등)를 제안하였다.

이창숙, 김종칠(2011)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 성실 인증수

출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서류 형식을 갖추는데 준비가

부족하므로 방법을 완화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방안 필요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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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제도적 위험관리 관련 선행연구

최권수(2017)은 현행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의 FTA 업무 효율

성 제고에 초점이 집중된 나머지 심사 절차와 인증 요건, 그리고 인증 획득

후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절차상 실제로 원산지 판정 및 관리 능력이 없는

수출자라 할지라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제도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상 제도적 위험은 수출자가

고의 성을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 발급하고자 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자율발급 방식과 비교하여 고려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

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수출 및 원산

지 증명서 발급이 빈번한 기업은 실상 “역외산”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서를 발급함에 따라 누리는 이익보다 사후 발생 가능한 원산지 검증/조사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월등히 높으므로 무리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에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

명서 발급 절차상 한계를 논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기업

의 인식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원산지인증수

출자제도의 활용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임목삼(2013)은 FTA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제공서류의 진정성 담보를 위

한 방안으로서 “FTA 원산지증명서 보험”의 도입 필요성 주장하였으며 책

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안정성 저해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산지확인서 제 3자 확인제도에 있어서도 책임소재 불명확한 점과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으나 FTA에 활용에 대한 안정성 제공 기대 및 공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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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서 담당할 역할로 보이며,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담보위험을 기존 무역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로 운영 방

안 제시하였다.

임쌍구(2014)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취약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서

원산지확인서 보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FTA 원산지사전검증지원센터 설

치, 세관조직 재편 및 품목분류인력 확충 FTA-PASS와 ERP시스템의 연계

개발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2는 다음과 같다.

H2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는 기업의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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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

제1절 기초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업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울산지역의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

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의 취지를 메일 또는 구두

로 설명하고 230여 업체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20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지 문항상의 오류가 발견

되어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동일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

하였다.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7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

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거하여 총 16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제외한 모든 연구변수의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대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응답

자의 45.4%가 남성, 54.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20대 12.3%, 30

대 38.7%, 40대 31.9%, 50대 14.7%, 60대 이상 2.5%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은 전문학사 18.4%, 학사 65.6%, 석사 1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 참

여자의 직급은 대리 이하 24.5%, 과장 26.4%, 부장 33.7%, 임원 15.3%로 나

타났다.

그리고 분석대상인 표본의 기업 특성은 <표13>과 같다. 먼저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2명 이하 10.4%, 3~10명 29.4%, 11~49명 36.8%, 50~249명 13.5%,

250명 이상 9.8%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0억 미만 29.4%, 10~49억 35%,

50~99억 13.5%, 100~499억 16%, 500억 이상 6.1%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

업 69.3%, 비제조업 30.7%로 나타났다. 수출기간은 1년 미만 9.2%,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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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10년 28.2%, 10년 이상 27.6%로 나타났다. 수출국가수는 1개국

20.2%, 2~5개국 57.7%, 6~9개국 17.2%, 10개국 이상 4.9%로 나타났다. 수출

업무 담당자수는 1명 이하 14.1%, 2~5명 52.5%, 6~9명 13.5%, 10명 이상

2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경험 여부는 ‘있

다’에 59.5%, ‘없다’에 40.5%가 응답하였다.

<표1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성 74 45.4

여성 89 54.6

연령

10-20대 20 12.3

30대 63 38.7

40대 52 31.9

50대 24 14.7

60대이상 4 2.5

학력

전문학사 30 18.4

학사 107 65.6

석사 26 16.0

직급

대리이하 40 24.5

과장 43 26.4

부정 55 33.7

임원 2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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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표본의 기업 특성

구분 항목 빈도수 백분율

종업원수

2명이하 17 10.4

3-10명 48 29.4

11-49명 60 36.8

50-249명 22 13.5

250명이상 16 9.8

매출액

10억미만 48 29.4

10-49억 57 35.0

50-99억 22 13.5

100-499억 26 16.0

500억이상 10 6.1

업종
제조업 113 69.3

비제조업 50 30.7

수출기간

1년미만 15 9.2

1-5년 57 35.0

6-10년 46 28.2

10년이상 45 27.6

수출국가수

1개국 33 20.2

2-5개국 94 57.7

6-9개국 28 17.2

10개국이상 8 4.9

수출담당자

1명이하 23 14.1

2-5명 85 52.1

6-9명 22 13.5

10명이상 33 20.2

제도활용경험

있다 97 59.5

없다 66 40.5

전체 1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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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이번에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FTA·제도 인지도와 간소화·신뢰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활용도·성과의 전반적인 응답수준을 살펴보고, 정규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14>를 보

면 각 변수의 명칭은 간략히 표현한 것으로, FTA·제도 인지도는 FTA(자유

무역협정)에 대한 인지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하나의 변

수로 묶은 것을 표현하였으며, 간소화·신뢰도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

의 간소화·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적 위험관리(신뢰도)를 하나의 변수로 붂

어 표현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활용도·성과 역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수출성과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 표현하였다.

<표1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FTA·제도인지도 163 1.00 5.00 3.3916 1.40711 -0.488 -1.314

간소화·신뢰도 163 1.00 5.00 2.2679 1.03064 0.494 -0.204

활용도·성과 163 1.00 5.00 3.9159 0.98907 -1.497 2.283

먼저 FTA·제도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5점 만점 기준으로

3.3916의 평균치가 나타났으며, 간소화·신뢰도는 2.2679, 활용도·성과는

3.9159로 각각 나타났다. FTA·제도 인지도의 평균 수준이 보통(3.0) 이상으

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간소

화·신뢰도의 경우에는 평균 수준이 2.2679로 평균(3.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활용도·성과의 경우에는 평균 수준이 3.9159로 보통

(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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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절댓값 2, 첨도는 절댓값 4보다 작게 나

타나고 있어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각 변수의 평균 및 다른 변수

와의 평균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출액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경험 여부의 교

차분석

아래의 <표15>는 응답자의 소속 기업의 매출액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인

증수출자제도 활용경험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응답자 특성 변인에 따

른 차이를 파악한 결과 매출액 구간에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제도 활용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매출액 10억 미만부터 100~499억까

지 4단계에 걸쳐 살펴본 결과, 제도 활용경험이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꾸

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0 -

<표15> 매출액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활용경험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구분 전체
제도활용경험


있음 없음

매출액

10억미만 48(100) 18(37.5) 30(62.5)

  

p = 0.000

10-49억 57(100) 32(56.1) 25(43.9)

50-99억 22(100) 15(68.2) 7(31.8)

100-499억 26(100) 24(92.3) 2(7.7)

500억이상 10(100) 8(80.0) 2(20.0)

전체 163(100) 97(59.5) 66(40.5)

제2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실증분석에 앞서 복합지수로 구성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분리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독립변수인 FTA·제도 인지도와 간소

화·신뢰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활용도·성과에 대해서 요인이 적어도 1개 이

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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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평가기준으로

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0.4 이상(한효진, 2011)으로 하였고, 총 분산

에 대한 설명력은 50% 이상(Bagozzi & Yi, 1988)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FTA

및 제도 인지도 관련 12개 문항의 모든 문항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

며,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2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92.785%를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의 값이 0.98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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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독립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독립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변수 요인 문항

제도

활용도

영향요인

활용도

및

수출성과

수출성과1 0.901 　 　

활용도3 0.900 　 　

활용도4 0.885 　 　

수출성과2 0.882 　 　

활용도2 0.881 　 　

활용도1 0.874 　 　

수출성과3 0.865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인증절차3 　 0.897 　

인증절차1 　 0.894 　

인증절차2 　 0.879 　

위험관리2 　 0.843 　

위험관리1 　 0.836 　

위험관리3 　 0.802 　

FTA

및

제도 인지도

FTA인지도2 　 　 0.882

FTA인지도3 　 　 0.875

FTA인지도1 　 　 0.830

제도인지도1 　 　 0.751

제도인지도3 　 　 0.744

제도인지도2 　 　 0.742

아이겐값 13.787 2.432 1.410

누적 분산비율 72.564 85.365 92.785

신뢰계수 0.976 0.986 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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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설문참여 기업의 일반적 특성별 연구변수 차이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그리고 종속변수

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먼저 수출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른 FTA 및 제도 인지도, 인증절차 및 위

험관리,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분석결과는 <표17>과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그리고 종속

변수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남으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17>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종업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FTA 및

제도 인지도

집단-간 80.677 4 20.169 13.274 0.000

집단-내 240.075 158 1.519 　 　

전체 320.752 162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집단-간 56.432 4 14.108 19.275 0.000

집단-내 115.647 158 0.732 　 　

전체 172.080 162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집단-간 40.973 4 10.243 13.773 0.000

집단-내 117.506 158 0.744 　 　

전체 158.47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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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출기업의 매출액에 따른 FTA 및 제도 인지도,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분석결과는 <표18>과 같다. 분석결

과,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남으

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18>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매출액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FTA 및

제도인지도

집단-간 64.182 4 16.045 9.881 0.000

집단-내 256.570 158 1.624 　 　

전체 320.752 162 　 　 　

절차간소화

및 위험관리

집단-간 43.142 4 10.785 13.216 0.000

집단-내 128.938 158 0.816 　 　

전체 172.080 162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집단-간 19.544 4 4.886 5.556 0.000

집단-내 138.935 158 0.879 　 　

전체 158.479 162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수출기간에 따른 FTA 및 제도 인지도,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분석결과는 <표19>와 같다. 분석결

과,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남으

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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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출기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FTA 및

제도 인지도

집단-간 94.415 3 31.472 22.109 0.000

집단-내 226.337 159 1.424 　 　

전체 320.752 162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집단-간 26.143 3 8.714 9.495 0.000

집단-내 145.936 159 0.918 　 　

전체 172.080 162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집단-간 27.962 3 9.321 11.355 0.000

집단-내 130.517 159 0.821 　 　

전체 158.479 162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수출 국가수에 따른 FTA 및 제도 인지도,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분석결과는 <표20>과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는 유의

확률이 모두 0.000,,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는 유의확

률이 0.002로 나타남으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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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출 국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FTA 및

제도 인지도

집단-간 72.381 3 24.127 15.445 0.000

집단-내 248.371 159 1.562 　 　

전체 320.752 162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집단-간 32.376 3 10.792 12.283 0.000

집단-내 139.704 159 0.879 　 　

전체 172.080 162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집단-간 14.284 3 4.761 5.250 0.002

집단-내 144.195 159 0.907 　 　

전체 158.479 162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수출업무 담당자수에 따른 FTA 및 제도 인지도, 인

증절차 및 위험관리,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분석결과는 <표21>과 같

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그리고 종속변수인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

타남으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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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출업무 담당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FTA 및

제도 인지도

집단-간 92.106 3 30.702 21.350 0.000

집단-내 228.646 159 1.438 　 　

전체 320.752 162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집단-간 40.666 3 13.555 16.401 0.000

집단-내 131.413 159 0.826 　 　

전체 172.080 162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집단-간 27.869 3 9.290 11.309 0.000

집단-내 130.610 159 0.821 　 　

전체 158.479 162 　 　 　

제3절 상관관계분석

<표22>는 가설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변수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서 연구변수들은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와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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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FTA 및

제도 인지도

절차간소화

및 위험관리

제도활용도

및 수출성과

FTA 및

제도 인지도
3.3916 1.40711 1.00

절차 간소화

및 위험관리
2.2679 1.03064 0.755** 1.00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3.9159 0.98907 0.679** 0.621** 1.00

*p<0.05, **p<0.01

제4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분

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유승동,

2001). 연구변수들 간의 VIF의 값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값이 2.324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PSS 24.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은 FTA 및 제도 인지도와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23>에서 FTA 및 제도 인지도는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대

해 유의한 수준(β=0.488, p<0.05)에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1 채택되었다.

가설2는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와 제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표23>에서 인증절차 및 위험관리는 활용도 및 성과에 대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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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β=0.253, p<0.05)에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

또한 채택되었다.

<표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행사내용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02 0.149 14.733 0.000

FTA 및 제도 인지도 3.343 0.061 0.488 5.663 0.000

간소화 및 신뢰도 0.243 0.083 0.253 2.932 0.004

R²= 0.488, 수정된 R²= 0.482, F = 76.366,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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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수출경험이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

차의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고, 이 두 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

도에 관한 석·박사 논문, 학술지 및 저널 등의 문헌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통계적 분석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요

인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변수들을 검증하였으며, 연

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t-test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제시된 수정 연구모형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은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원산지인증수출

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이 관

계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2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와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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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분

석결과, 이 관계의 유의확률이 0.004로 나타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

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의 가설을 통해 설명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하여, 설문에 참

여한 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종업원수에 대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2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

속변수 모두에 유의확률이 0.000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매출액, 수출기간, 수출 국가수, 수출업무 담당자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한 변수에 대해 0.002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확률이 0.000

으로 나타났으므로, 분석을 실시한 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모든 독립 및 종

속변수들과 매우 큰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1(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지도) 가운데 FTA 인지도에

관하여는, 원산지 정보유통을 강조하면서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중소기업의 FTA 이해도, 원산지 정보협력과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지원 등을 꼽았으며 원산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박철구(2013)의 주장

을 지지한다.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지도에 관하여는, 국가별 인증

수출자 운용사례(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통하여 인증수출자제

도 홍보의 기업인식 전환 유도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 필요함을 제시하는 이

창숙, 김종칠(2011)의 주장을 지지한다.

독립변수2(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에 관하여는,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

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타협정 인증기업의 EU 인증수출자로 전환하

고 사전검증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검증 완료시 심사생략, 우선인증기업



- 62 -

파악하여 우선인증 대상업체 지정･관리, 원산지지식이 풍부한 업체는 우선

적으로 인증신청 유도, 원산지지식이 부족한 업체는 교육, 컨설팅 등을 제시

하는 최강수(2011)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적 위

험관리에 관하여는, FTA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 제공서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FTA 원산지증명서 보험”의 도입 필요성 주장하였으며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안정성 저해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임

목삼(2013)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FTA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인지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적 위험관리, 그리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인지도 향상 방안과 활용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면, 국가

적 차원에서는 국내 기업의 FTA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률 제고를 꾀할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

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

고, 뿐만 아니라 수출성과의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자의 원산지증명발급담당 실무경험 간에 수출업체 담당자들

과 소통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분석했던 바를 통해 발급기관과 서비스 수

혜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 증가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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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을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요

소들이 해당 제도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초기에 의

도한 연구모형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

용도와 이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해 연구

한 연구사례가 없기에 추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

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FTA 인지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지도, 원

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의 간소화, 제도적 위험관리에 대한 변수들을 일관

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더 보완되고,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측정 문항들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합의점

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이 울산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응답률이 저조하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는 응답자의 표본을 다양하게 하고 설문 부수

를 200부 이상 확보하되, 설문참여자의 수가 아닌 200개 이상의 업체를 대

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어느 특정 시점의 경험을 기준으로 원인 및 결과 변

수를 동시에 측정하여 분석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 64 -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

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인과관계 과정을 설명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불완전성과 설문 참여자의 응답 집중도

등의 문제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상식적인 연구모형 조차 성립되지 않

았다. 이에 두 가지 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적인 효과만 분석

하였는데, 향후에는 설문의 준비 및 실행의 완성도를 높여 당초 의도한 ‘원

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라는 매개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에 대한 실증연구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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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will investigate how the awareness of FTA(Free

Trade Agreement) and Approved Exporters Policy as well as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influence upon the utilization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and the relevant

implications how the awareness of FTA and Approved Exporters Policy

influence upon the utilization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and the affects of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to the utilization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6.0

statistical program.

For this study, surveys have been carried out for SMEs with

experiences in exporting business in Ulsan Metropolitan city. We have

collected 208 and 163 survey responses in twice, however,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163 responses of the

second occa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of FTA and Approved Exporters Polic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enterprises.

Second, the authorization procedure and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ls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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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pproved Exporters Policy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enterprises.

Third, it is shown that there are significances of very high leve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he number

of employees, turnover, the number of export target countries, and so

forth) as for a couple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a single dependent

variable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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