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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산지 (포괄)확인서 시스템 작성

FTA 원산지 포괄확인서 관련 메뉴



SRM.KDIWIN.COM 경동SRM 홈페이지에서 협력사 FTA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

I. 원산지 (포괄)확인서 시스템 작성

1. 초기화 클릭



초기화 버튼 클릭 시 관리번호 생성

I. 원산지 (포괄)확인서 시스템 작성
1. 업체선택

2. 기간선택

품목코드 발생 기준
현재 협력사에서 경동으로 납품하는 품목 중 경동에서 수출하는 품목을 구성하는 자재
* 협력사에서 납품하는 전 품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납품업체 : 경동원, 경동나비엔, 경동에버런 선택
 포괄확인서 기간 : 기간 선택
(포괄확인서는 최대 1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작성이 필요함.)


I. 원산지 (포괄)확인서 시스템 작성

1. HSCODE 입력
HSCODE 입력
납품품목의 HSCODE 확인 후 입력
* HSCODE 확인관련사항 6Page 참조
HSCODE 입력시 조회된 품목 중 HSCODE
가 확인된 품목만 등록 할 수 있음.

2. 원산지결정기준 입력
원산지 결정기준 입력
확인된 HSCODE에 대하여 각각의 FTA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여 역내산 판정필요
* 역외산(협정외 지역 생산) : 빈칸
* 미상 : 빈칸
* 역내산 : 협정별 역내산 판정 조건 기입
* 원산지 결정기준 등록관련사항 7Page 참조

납품품목의 HSCODE를 먼저 확인해야함.(세부 확인 방법 5Page 참조)
 원산지 결정기준은 HSCODE 와 각 FTA협정별로 다르며, 납품품목의 HSCODE가 정해지면 정해진 HSCODE에 따라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후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면,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II. HSCODE 등록 방법

관세청사이트 http://www.customs.go.kr/kcshome/

이정관세법인
경동나비엔 유지보수담당 관세사 : 070 4640 2556

품목분류 사전심사 : 관세평가분류원
cvnci.customs.go.kr
HSCODE 확인방법 중 가장 타당한 방법은 다.품목분류 사전심사이며,
 품목분류사전심사 전에 임시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사이트 또는 경동나비엔와 계약된 관세법인을 통하
여 HSCODE를 먼저 확인할 수 있음.


III. 원산지 결정기준 등록 방법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사이트 : OKFTA(http://okfta.kita.net)
1. 클릭!

2. 전체보기 클릭
3. HSCODE 입력

협정문의 원산지 기준 약어 : CTH
납품하는 품목의 HSCODE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OKFTA)에 접속하여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함.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역내산으로 판정
* 만약 협정문상 원산지 기준의 약어를 알 수 없다면, 1380(FTA콜센터)에 문의하면 약어확인가능


III. 원산지 결정기준 등록 방법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사이트 : yesFTA(yesfta.customs.go.kr)
2. 클릭!

1. 클릭!

3. 클릭!

4. 앞에서 확인된 HSCODE 6자리를 입력함.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협정문의 원산지 기준 약어 : CTH or MC50
납품하는 품목의 HSCODE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YESFTA)에 접속하여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함.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역내산으로 판정
* 만약 협정문상 원산지 기준의 약어를 알 수 없다면, 125(FTA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약어확인가능


IV. 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 방법
1. 작성완료 후 저장 클릭!

2. 작성완료 후 인쇄 클릭!

3. 인쇄물 스캔 후 업로드!

[중요!] 3. 인쇄물 스캔 후 업로드시 유의사항은 9page 참조

IV. 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 방법
2. Excel 양식 - 별지

1. 자동출력프로그램 - 확인서

1.

확인서 및 별지는 출력 후 명판,직인 및 작성자 서명을
기입하여야 하여 스캔본을 업로드해야함.

* 스캔본의 파일양식은 관계없으나(PDF,JPG등),
엑셀파일이나, 수정이 가능한 양식으로 업로드 하는 것은 불가함
공급사 작성자 및 상호, 주소 기입



회사 명판, 직인 및
작성자 서명

확인서 및 별지는 출력 후 명판,직인 및 작성자 서명을 기입하여야 함.

IV. 원산지(포괄)확인서 등록 방법
1. 스캔본 업로드!!



위와 같이 스캔본을 최종 업로드까지 완료시, 원산지 포괄 확인서 등록완료.

V. 주요문의사항
Q. 경동으로 납품하는 품목이 모두 역내산이 아닙니다.(수입자재) 그래도 등록해야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FTA사후검증시 선정품목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소명자료입니다.

Q. 납품하는 품목의 HSCODE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하죠?
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가 번거롭고 검증기간이 오래걸리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A. 협력사에서 HSCODE선정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국제협약으로
국내제품을 수입한 해당국가에서 FTA검증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HSCODE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도 계속 FTA협정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점점 FTA체결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로 납품하실
품목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6Page에서 설명해드린 방법 중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납품하시는 대표품목의
HSCODE를 확실하게 판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사나 관세청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한 HSCODE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로 접수하신 HSCODE가
다르더라도 시스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신규품목(사양변경에 따른 품번변경) 이나 신규FTA협정이 발생하면 새로 등록해야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신규품번이나 협정이 발행되면 신규로 등록해주셔야합니다. 해당내용은 당사 SCM본부를 통해
서 협력사에 등록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V. 주요문의사항
Q. 스캔본을 꼭 올려야하나요? 시스템에만 등록하고 저장하면 안되나요?
 A. 네 스캔본으로 필히 올려주셔야합니다. 협력업체로 부터 접수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대한 자필 서명이 있는
서류가 없다면, 당사에서 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히 스캔본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가능한 파일(MS Excel, MS word 등)으로 업로드하시면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서명 불가))
Q.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BD45 처럼 나와있지 않아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하죠?
Q. 시스템에 있는 CTH, BD45등이 무슨 말인가요??
 A. FTA 협약문에는 CTH,BD45등의 약어로 표현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제출서류상에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약
어로 쓰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담당자도 일일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약어에 대한 확인은 OKFTA사이트에서 원산지결정기준 협약문내용을 확인한 후, 1380(FTA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서 약어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관련 SITE
 http://yesfta.customs.go.kr 관세청FTA포털 : FTA협정별 원산지 결정방법 확인
 http://okfta.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FTA협정별 원산지 결정방법 확인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세계HS코드 정보시스템 : HSCODE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