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FTA 활용 컨설팅 교육 커리큘럼_대전충남권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 FTA 활용교육(2일 과정: 기본교육 1일+협정별 교육 1일)

□ 일자 및 장소 : ‘21. 10. 20(수)∼10. 21(목), 수강생 각자 사무실 또는 자택 PC

□ 강의방법 : 화상회의 솔루션 Zoom을 통한 강의

□ 과정 커리큘럼 

시간 교육내용 교육목적 강사(잠정)

1일차 교육 프로그램<10.20일, 기본 교육>

10:00∼12:00(′120)
o FTA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분류 개요, HS 해석 통칙
 -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HS) 확인방법 습득
및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

동아관세법인
신상태 관세사

12:00∼13:00(′60) 점심

13:00∼16:00(′180)
o 업종별 FTA 활용 사례 
 - 기계류와 전자기기, 농림수산
 - 섬유·의류, 자동차부품 등

수출 주력품목별 FTA 활용 
사례를 학습하여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실시

JS관세법인
송기영 관세사

16:00∼18:00(′120)
o FTA와 수출입 통관절차
 - 수출통관 개념, 절차 및 유의점
 - 수입통관 개념, 절차 및 유의점

FTA와 수출입 통관절차를 학
습하여 수출 관련업무 효율화에 
기여

JS관세법인
서형석 관세사

2일차 교육 프로그램<10.21일, 협정별 교육>

10:00-12:00(′120)

o 한미, 한중 FTA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 한미 FTA 개정, 한중 후속협상 내용   
- 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영향
 - 한미, 한중 FTA 활용방안

Big 2 국가의 무역 및 FTA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 핵심내용, 
이슈 등 숙지, 활동방안 학습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12:00-13:00(′60) 점심

13:00-14:50(′110)
o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핵심
시장 이해 및 FAT 활용방안 
이해

KOTRA 
아카데미
장진 연구위원

14:50-15:00(′10) Coffee break

15:00-16:00(′60)
o 한-인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 한-인도 FTA 주요내용
 - 한-인도 파트너쉽 및 FTA 활용방안

인도는 미래의 무역 동반자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파트너쉽 및 FTA 활용방안 교육  

관세청(대구)
김동석 
관세행정관

16:00-17:00(′60)
o 한-EU FTA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 한-EU FTA 주요내용
 - 브랙시트와 한-EU FTA 영향, 활용

EU FTA 회원국은 27개에 
달해 중요성이 크고 
브랙시트 영향 등에 대한 
교육 필요 

JS관세법인
송기영 관세사

17:00-18:00(′60) o FTA활용 수출 확대사례
FTA 활용 수출 확대사례 
학습

기업체 대표

※ 본 교육 커리큘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