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협정 관련
FTA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소개

2022. 2. 10.



RCEP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7’ (2019)



RCEP 협정 발효 의미

출처: UNCTAD, ‘A New Centre of Gravity,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its trade effects



RCEP 협정 발효 의미

출처: UNCTAD, ‘A New Centre of Gravity,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its trade effects

(19년 기준)
(21년 기준)

출처: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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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사업 소개 – 찾아가는 1380 컨설팅

※ 신청 : www.kita.net 공지사항 및 각 지부 홈페이지

1. 지역순회 RCEP 활용 교육
- 2/10 (울산), 2/15 (강원), 2/16 (충남), 2/17 (대전)

2. RCEP 활용 유관기관(산업부, 관세청, 협회, KOTRA) 합동 설명회 (2/8) 
3. 주중 한국기업을 위한 RCEP 실무활용 웨비나 (2/10)

http://www.kita.net/


FTA 지원사업 소개 – OK FTA 컨설팅

지원대상 컨설팅 유형(택1) 지원일수(MD) 지원금액(만원)

수출업체

원산지증명서발급 2 100

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취득 3 150

업체별인증수출자인증취득 5 250

수출협력

업체

원산지확인서발급 2 100

원산지확인서전산(FTAKOREA)발급 3 150

세관장 사전확인 5 250

영세기업 원산지관리연중지원
월30만원*×10개월=300만원/개사

* 월 2회 이상 현장 의무 방문



FTA 지원사업 소개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필수] [선택]

한-중 FTA 방문교육

RCEP 방문교육

(택1)

FTA 활용: 원산지/통관 실무(5MD 이내)

인증: 인증 취득 절차(2MD 이내)

지재권: 상표/특허/계약(2MD 이내)

FTA시스템: 시스템구축, DATA작성, 서류발급(2MD 이내)

1 MD 9MD 이내



해외인증·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 해외인증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 제공

- 기간 : 3월~12월

- 대상 : 중소, 중견기업 (단, 2년간 중복수혜 기업 제외)

- 지원금액 : 전액 무료

- 컨설팅 내용 :

FTA 지원사업 소개 – 비관세분야 전문 컨설팅

해외인증/지식재산권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 해외인증 기초교육

·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

· 신청문서 작성 지원

·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

· 지재권 기초교육

·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