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서울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기본과정

7차 20 5.8(화) 09:00～18: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8차 20 5.16(수) 09:00～18: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9차 20 5.29(화) 09:00～18: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심화과정

5차 20
5.10(목) 09:00～18:00

5.11(금) 09:00～17: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6차 20
5.24(목) 09:00～18:00

5.25(금) 09:00～17: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FTA활용전략

과정
3차 15 5.15(화) 16:00～18: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특화분야

원산지검증

5차 15 5.11(금) 09:00～13: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6차 15 5.25(금) 09:00～13: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인증수출자

5차 15 5.9(수) 09:00～18: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6차 15 5.28(월) 09:00～18: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FTA-PASS

6차 15 5.9(수) 09:00～18:00 더존교육장C강의장

7차 15 5.21(월) 09:00～18:00 더존교육장C강의장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4차 15 5.15(화) 09:00～16: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5차 15 5.30(수) 09:00～16: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품목분류

6차 15 5.11(금) 14:00～18:00
서울세관

별관 1층 교육장

7차 15 5.25(금) 14:00～18: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2018년 인천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인천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기본과정

4차 20 5.11(금) 09:00～18:00
JST제물포타운 7층

회의실 B

5차 20 5.25(금) 09:00～18:00
JST제물포타운 7층

회의실 B

심화과정 3차 20
5.17(목) 09:00～18:00

5.18(금) 09:00～17:00

JST제물포타운 7층

회의실 B

특화분야

원산지검증 4차 15 5.16(수) 13:30～17:30 인천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5차 15 5.15(화) 09:00～18:00
JST제물포타운 7층

회의실 B

FTA-PASS 4차 15 5.14(월) 09:00～18:00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디지털교육실1

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1차 15 5.23(수) 09:00～16:00

JST제물포타운 7층

회의실 B



2018년 부산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부산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기본과정

4차 20 5.11(금) 09:00～18: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5차 20 5.28(월) 09:00～18: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심화과정 5차 20
5.17(목) 09:00～18:00

5.18(금) 09:00～17: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특화분야

원산지검증 3차 15 5.9(수) 09:00～13: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인증수출자 3차 15 5.16(수) 09:00～18: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FTA-PASS 4차 15 5.14(월) 09:00～18:00
한영평생교육원

제2강의실

원산지증명서

작성실무
2차 15 5.23(수) 09:00～16: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품목분류 3차 15 5.9(수) 14:00～18:00
부산무역회관 L층

중회의실



2018년 대구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대구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기본과정 3차 20 5.11(금) 09:00～18:00
대구시교육연수원

사도관 323호

심화과정 1차 20
5.17(목) 09:00～18:00

5.18(금) 09:00～17:00

대구시교육연수원

사도관 323호

특화분야

인증수출자 1차 15 5.25(금) 09:00～18:00
대구시교육연수원

사도관 219호

FTA-PASS 3차 15 5.16(수) 09:00～18:00
대구시교육연수원

사도관 324호



2018년 광주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광주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기본과정 2차 20 5.25(금) 09:00～18:00
광주상공의소

지하4강의실



2018년 평택직할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5월)』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평택지역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계획

□ 문의 및 교육신청 : YES FTA 교육지원센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가능

    전    화 : 1544-5702

    이 메 일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 : http://www.yesftaedu.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및 단체가 상기 교육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회차 인원 일정 교 육 장 소

일반분야 심화과정 1차 20
5.23(수) 09:00～18:00

5.24(목) 09:00～17:00

평택상공회의소

1층 세미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