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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CP 기업* 현황과 국내 중소기업 시사점
*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 인증 기업(세부내용 본문 참조)

◈ 日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8.28일

ICP

◈단

시행),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

기업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거래 기업 확인, 정부 유관기관 지원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ICP

·

□ (배경)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하여 日 ICP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국내기업은 ICP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백색국가 혜택(일반포괄허가)을 유지 가능
- 日 경제산업성은 ICP 기업으로 등록된 수출자에 한하여
특별포괄일반허가*를 허용

* 일반포괄허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1주일 이내에 처리
□ (ICP 기업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日 경제산업성에 제출 후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 (* Internal Compliance Program)
ㅇ 日 정부는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에 ICP 등록을 장려하고 있음
- 日 수출자는 ICP 등록에 준하는 요건*을 준수할 필요(’10년 4.1일부터 시행)

* 수출관리제도 구축, 수요자 확인 절차 제정·실시 등이 요구

ㅇ 약 1,3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632개 社가 공개
- 기계와 전자 분야의 기업 수가 471개로 74.5%를 차지
< 주요 ICP 기업 >
· Toray, Mitsubishi 화학(탄소섬유): 각각 세계 탄소섬유의 19.8%, 8.1%를 공급(’17년 기준)
· Okuma, Yamazaki Majak(공작기계): 공작기계 최대 수출국인 일본의 대표 업체
· FANUC, Yaskawa(로봇): ABB(스위스), Kuka(독일)와 함께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설비 기업
· Sumitomo, JFE, Kobe Steel(철강): 일본 조강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철강분야 Top 3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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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P 기업 현황 >

< ICP 기업 분류 및 주요 취급 품목 >
구분
기계

CNC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등

생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재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탄소섬유 등

전자

통신장비, 반도체 관련 품목 등

화학

석유화학 제품, 섬유 및 직물 등

미분류

자료: 전략물자관리원(KOSTI)

주요 취급 품목

물류, 스포츠 용품, 자동차·악기 판매 등

자료: 전략물자관리원(KOSTI)

□ (국내 중소기업 영향) ①日 수출자가 ICP 기업인 경우 영향은 제한적,
그러나 ②ICP 기업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피해가 우려
ㅇ ①이미 ICP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수출통제 품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 가능
ㅇ ②ICP 기업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수입 품목별로 개별허가가
요구되는 등 생산 차질이 예상
- 개별허가의 경우 ①유효기간이 짧고(통상 6개월) ②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도 복잡하며(품목별 최대 9종), ③처리시간이 오래 걸림(90일 이내)
- 신규 거래선 확보 등 수입처 다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

※ 현재까지 ICP 기업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시사점) ①거래기업의 ICP 등록 여부 확인, ②품목·기업 정보 파악,
③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ㅇ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日 수출 규제품목 및 ICP 기업에 대한
검색 서비스(https://japan.kosti.or.kr)를 운영
ㅇ 정부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 수입국 다변화,

조기 기술개발 지원 등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을 추진
ㅇ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日 기업의 ICP 등록 여부 등
수출규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

* ICP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및 ICP 등록 확인: 02-3460-3221, kotrajapandesk@kotra.or.kr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670-7072, ask16707072@korea.kr
(작성자 : 중소기업팀 과장 최정훈 earsmall@ibk.co.kr / ☎02-72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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