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No. 01] 성산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이상찬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이상찬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02] 가온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박성철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박성철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5~2018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참여

- 2016~18 인천세관 fta공익관세사 참여

- 2017년 경기북부 fta 센터 원산지포괄확인 컨설팅 외주 용역 진행

- 2017~18 경남 fta센터 fta관세사 pool참여

- 2019년 관세청 yes fta 사업 진행 중

- 기타 중소기업 fta컨설팅 진행

07077048314 홈페이지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가온관세사무소 대표자 박성철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정광씨팰리스 b-507호

 

소재지

업체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홈페이지

대표자 이상찬성산관세사무소

2013~2018 관세청등 FTA컨설팅 사업참여 31개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328호(상남동 덕산베스트텔)

 

055.282-0383

업체명



[접수 No. 03] 지에이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강상혁관세사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강상혁관세사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04]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창원지점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김진용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김진용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5년도 관세청 YES FTA컨실팅+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실적

: D사외 18개사

2. 2015년도 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사업 컨설팅 : S사외 5개사

3.  2016년도 관세청 YES FTA컨실팅+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실적

: D사외 6개사

4. 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사업 컨설팅 : DK사외 4개사

4. 2017년도 관세청 YES FTA컨실팅+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실적

: SD사외 10개사

5. 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사업 컨설팅 : J사외 6개사

6. 2018년도 관세청 YES FTA컨실팅+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실적

: SS사외 9개사

7. 원산지확인서 3자 확인사업 컨설팅 : W사외 5개사

055-264-6200 홈페이지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창원지점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성고래로 53 (청계에이스타워 10층)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창원지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8년 관세청,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경북 FTA 활용지원센터 2018년 컨설팅

   총 50개 업체

2. 2017년 관세청,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경북 FTA 활용지원센터 2017년 FTA

   컨설팅 총 55개 업체

3.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경북 FTA 활용지원센

   터 2016년 FTA 컨설팅 총 70개 업체

4. 2015년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경북 FTA 활용지원센터

   2015년 FTA 컨설팅 총 75개 업체

5.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경북 FTA 활용지원센

   터 2014년 FTA 컨설팅 총 70개 업체

6.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2013년 FTA 컨설팅 총 40개 업체

7.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산지 정보원 2012년 FTA 컨설팅 총 38개 업체

8. 2012년 중소기업청 수출 지원센터 FTA 컨설팅 총 15개 업체 FTA 컨설팅

   (이중 5개 업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그 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발급)

9. 201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닥터 진단 컨설팅 총50개 업체 FTA 컨설팅

   (이중 11개 업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그 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발급)

10. 2011년 인천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총 3개 업체

대표자 강상혁지에이 관세사무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IT센타 S동 2603~4호

 

032-815-0322 홈페이지 http://gacustoms.co.kr

업체명



[접수 No. 05] 제이비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김태현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김태현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06] 관세법인 우양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한병수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한병수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053-744-1133 홈페이지 www.wooyang2002.co.kr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우양 대표자 한병수,정영진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3길 10(대곡동 2층)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2,2013,2014,2015,2016,2017,2018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소

기업청등 다수 FTA컨설팅사업참여

대표자 김태현제이비관세사무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1101호

-

055-267-2777 홈페이지 http://jb.ncomservice.co.kr

업체명



[접수 No. 07]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백경애 2. 성명: 최성태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백경애 2. 성명: 최성태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08] 지원관세법인 부산지점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박성민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박성민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6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수행

20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문위원 활동

2017년 관세청 경남서부세관 공익관세사 활동

2017년 관세청 YES-FTA 사업 수행

2018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수행

2018년 관세청 YES-FTA 사업 수행

2018년 중소기업공단 수출초보기업 FTA 강사

소재지

경남 진주시 솔밭로91,3층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18,803호

051-254-4611 홈페이지 www.gonecustoms.com

태화합동관세사무소

업체명 지원관세법인 대표자 박성민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1-2018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2010-현재 관세청 YES

FTA 컨설팅/2017 김해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 수출기업 FTA 컨설팅/그

외 업체 자체 컨설팅 진행 수행(총 198개 업체 컨설팅 수행)

대표자 최성태외 2태화합동관세사무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37(덕산베스트텔) 220-222

없음

055.266.8545 홈페이지 -

업체명



[접수 No. 09] 지원관세법인(진주지점)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권우용 2. 성명: 이원석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원석 2. 성명: 권우용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10] 백두합동 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이인희 2. 성명: 조길지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인희 2. 성명: 조길지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컨설팅 22개사,관세청 FTA 컨설팅 27개사,중소기

업진흥공단 FTA 컨설팅 20개사,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컨설팅 2개사, 부

산경제진흥원 FTA 컨설팅 2개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관사 심층컨설팅 4

개사

051-464-3655 홈페이지 www.b-customs.com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백두합동 관세사무소 대표자 이인희 외 1명

소재지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24-2 403호(중앙동 4가)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6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수행

20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문위원 활동

20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문위원 활동

2017년 관세청 경남서부세관 공익관세사 활동

2017년 관세청 YES-FTA 사업 수행

2018년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수행

지원관세법인 대표자 권우용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경남 진주시 솔밭로91,3층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18,803호

055-758-4600 홈페이지 www.gonecustoms.com

업체명



[접수 No. 11] 대한관세법인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4 명 7 명

신청 신청

2명 1. 성명: 이강학 2. 성명: 서원희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강학 2. 성명: 서원희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12]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이대호 2. 성명: 이줄기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대호 2. 성명: 이줄기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4~2018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

2015~2018 YES FTA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41길 6, 602호

부산시 동구 조방로 19, 삼정빌딩 1001호

070-7840-3712 홈페이지 http://www.sejucustoms.com/rkdk/rkr.asp

관세법인 세주 부산지사
업체명 관세법인 세주 부산지사 대표자 이대호,이줄기

소재지

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신청분야체크(복수신청가능)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홈페이지

관세사 수

대표자 성종대대한관세법인

2018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15개사 컨설팅

2018년도 창원상의FTA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10여개 사 FTA컨설팅

2018년도 포항상의FTA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3개 사 FTA컨설팅

2018년도 부산세관 공익관세사 근무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15개사 컨설팅

2017년도 부산상의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2개 사 FTA컨설팅

2017년도 부산세관 공익관세사 근무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17개사 컨설팅

2016년도 포항상의FTA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5개 사 FTA컨설팅

2016년도 부산상의 선도기업 맞춤형 지식서비스 2개 사 FTA컨설팅

2016년도 부산세관 공익관세사 근무

www.kocustoms.co.kr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2 유창빌딩 12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1길 6 백향빌딩 305호

051-464-6001



[접수 No. 13] 관세법인 세주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이재준 2. 성명: 이준혁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재준 2. 성명: 이준혁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14] 관세법인 더블유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3명 1. 성명: 정민규 2. 성명: 유재문

3. 성명: 김태훈 4. 성명:  

3명 1. 성명: 정민규 2. 성명: 유재문

3. 성명: 김태훈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8 YES FTA 컨설팅(관세청)

해외진출지원단 자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FTA 컨설팅(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섬유의류업체 FTA 컨설팅(한국섬유산업연합회)

02-541-5444 홈페이지 www.wcustoms.com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더블유 대표자 정민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14 성보빌딩 4층

중부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20, 제1동 (관평동)

분사무소: 전남 여수시 공화남1길33 (공화동, 대원빌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이재준

솔텍,이튼 인더스트리, 현담산업, 어큐진, TNS INC, 한국정상화성, 한국

후꼬꾸, 와이앤지, 근우, 원진전자, 엘케이 정밀

세화엔지니어링,삼성정기,안풍산업,일진다이아몬드,현대내장,레존텍, 베

바스토 동희,에스엘 서봉,로직스 코리아,아린테크, 중원에스엠티,우일산

업 外 다수

이준혁

일각금속,엠델,라온텍,거노코퍼레이션,신일인터트레이딩,엔아이디에스,카

피어랜드,한솔섬유,백주화학,센서텍

화흥섬유,유일미크론,원일,세문스크린,명일실업,비츠웰,미로,태광정밀,도

남에프앤에프,이노아이오,비제이실크 外 다수

대표자 이재준관세법인 세주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41길 6, 602호

부산 : 부산 동구 조방로 19 삼정빌딩 1001호

대구 : 대구 달서구 상화로7길 30 2층

02-3416-0325 홈페이지 www.sejucustoms.com

업체명



[접수 No. 15] 올인합동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최상혁 2. 성명: 강무상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최상혁 2. 성명: 강무상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16] 관세법인 대천(창원지사)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김성준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김성준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 FTA 전문컨설팅(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사후검증/FTA C/O 등)

   1.대림산업  2.현성태크  3.(주)하이세  4.미래테크원  5.명진하이텍

   6.가나테크 7.㈜SMT 8.해동정밀 9.명성정밀 10.(주)상마 11.새한합작

   12.금강트랙  13.자연애제약  14.신화당제과  15.DH튜브 16.진산유압

   17.성진에스앤티  18.코리아크롤러   19.담형엔지니어링(주)

   20.아이씨앨(주) 21.영테크(주) 22.(주)수양 등

■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사업)

   1.(주)성지  2.동보기계  3.(주)선진  4.현광금속  5.동방정밀  6.(주)상마

   7.일성기계  8.해동정밀  9.명성정밀 10.원진다이오드  11.청해

   12.창신펌프 등

055-293-7604 홈페이지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대천(창원지사) 대표자 김동룡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89 ,3층 303호(대창동 1가, 부산중앙빌딩)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양덕동,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원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8년 YES FTA (완료)

"19년 YES FTA(진행중)

대표자 최상혁, 강무상올인합동관세사무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2104호

 

051-980-2481 홈페이지 allincus.com

업체명



[접수 No. 17] 휘 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배중한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배중한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18] 관세법인  대천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김동룡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김동룡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창원상공회의소: 삼미금속

YES-FTA관세청 도원에이펙스,계선이엔지,ystech,우인 외

기타: 혜민상사 외

본사: (대)051-442-0320 홈페이지 관세사 수(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대천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89 부산중앙빌딩 303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27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1층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YES FTA 정부사업 – 관세청(2017 / 2018)

-FTA 1:1컨설팅,지역별컨설팅,SCM컨설팅

2. FTA 닥터 - 중소기업진흥공단/원산지정보원(2011)

-FTA 활용진단

3. OK FTA 정부사업 – 한국무역협회(2012, 2014~2016, 2018)

-FTA인증수출자 컨설팅, Yes FTA시스템구축

4. FTA 활용 연구 – 기획재정부(2010)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증대 연구

5. FTA컨설팅 – 아이스트로/열림기술 등 일반기업체(2011~)

6. FTA인증수출자 획득 - 일진머티리얼즈, 유한화학 등

대표자휘 관세사무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특별서 강서구 마곡서로 158 마곡센트럴타워 2차 909호

 

02-3665-1750 홈페이지

업체명 배중한



[접수 No. 19] 다원관세법인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김영호 2. 성명: 조홍석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김영호 2. 성명: 조홍석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업체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컨설팅

(업체명 : 썬하우스, (주)로자 )

201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컨설팅

(업체명 : (주)동남기계,(주)한양디엔씨,동아화학(주),(주)아펙스디아)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컨설팅

(업체명 : (주)경성화학, (주)그린산업,(주)우레아텍 )

2013년 관세청 중소기업 FTA지원 컨설팅

(업체명 : (주)에이엘에프 )

2014년 관세청YES FTA컨성팅

(업체명 : 선경산업, (주)빙블루, (주)엠스, (주)초록원,(주)위너텍코리아)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컨설팅

(업체명 : 비알테크놀러지(주), (주)코리아벨로우즈, 은화공방,

미르교역, 파파디자인, 웰러 )

2015년 창원상공회소 FTA 컨설팅

(업체명 : 한울식품)

2015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업체명 : ㈜영림비엔에이)

2016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업체명 : ㈜효성산업, 유신종합상사, ㈜초록원

김영호다원관세법인 대표자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7 302호 (논현동,신한빌딩)

부산시 중구 동광길 102, 201호 (대창동 1가, 선경뉴빌)

051-465-5577 홈페이지



[접수 No. 20] 코드 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서용호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서용호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21] 마스터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조정훈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조정훈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2017,2018)

2. YES FTA 컨설팅(2019)

043-296-1611 홈페이지 www.mastercustoms.co.kr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마스터관세사무소 대표자 조정훈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54, 202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 2016년 관세사 취득

▪ 前 관세법인 드림 FTA 컨설팅 파트장(정부지원사업 총괄관리)

▪ 창원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수행 (2018년)

▪ 구미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수행 (2018년)

▪ 울산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수행 (2018년)

▪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수행 (2018년)

▪ 現 코드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코드 관세사무소 대표자 서용호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1911호 (좌동, 파밀리에펄시티)

-

051-701-2522 홈페이지 -

업체명



[접수 No. 22] 관세법인 드림 부산본사

연락처 전화번호

3명 1. 성명: 박재규 2. 성명: 정준섭

3. 성명: 조혜정 4. 성명:  

3명 1. 성명: 박재규 2. 성명: 정준섭

3. 성명: 조혜정 4. 성명:  

사업명 발주처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대표자 박재규관세법인 드림 부산본사

중소기업진흥공단

FTA원산지전담

관리용역컨설팅
2017.01.~2017.12.

FTA원산지 판정 및 증

명서류 발급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컨설팅 계약

각 해당업체

FTA 활용지원

컨설팅사업
2018.03.~2018.1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

증 획득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참여기간 해당업무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2016.02.~2016.1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051-464-4958 홈페이지 http://www.drcus.co.kr/

소재지

본 사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9,5층(중앙동4가, 해양빌딩)

지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7층 703호(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07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업체명



[접수 No. 23] 관세법인 드림 서울사무소

본 사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신성훈 2. 성명: 김지영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신성훈 2. 성명: 김지영

3. 성명:  4. 성명:  

사업명 참여기간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관세법인 드림 서울사무소 대표자 신성훈

2017년(1년)

FTA 원산지 관리 및 종합

컨설팅

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

FTA 시스템 고도화 구축

프로젝트

FTA원산지관

리 전담용역
2017년(1년)

FTA원산지 판정 및 증빙

서류 발급

컨설팅 수혜 해당 각 업체
HS CODE 정합성 검토 및

사후 검증대비 컨설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해당업무 발주처

FTA 시스템

구축

2016.09 ~

2017.09

FTA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용역
(주)세동

FTA 원산지

관리 전담 컨

설팅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9,5층(중앙동4개, 해양빌딩)

지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7층 703호(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자성로 152, 2007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02-6959-5061 홈페이지 http://www.drcus.co.kr/

업체명



[접수 No. 24] 관세법인 드림 영남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4명 1. 성명: 최평수 2. 성명: 유태안

3. 성명: 서중원 4. 성명: 김성겸

4명 1. 성명: 최평수 2. 성명: 유태안

3. 성명: 서중원 4. 성명: 김성겸

사업명 발주처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홈페이지

업체명

소재지

본 사

지 점

관세법인 드림 영남사무소 대표자 신성훈

2016.01~2018.12.

2016.02~2016.12.

참여기간

051-791-0077 www.drcus.co.kr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9,5층(중앙동4개, 해양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7층 703호(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07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FTA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활용지원

컨설팅사업

경북동부 /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관세청

OK FTA

컨설팅 사업
한국무역협회

해당업무

 원산지확인서 제3자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획득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FTA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류 발급

2018.03~2018.12.

2017.01~2017.12.

 FTA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류 발급



[접수 No. 25] 부산마스터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최석규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최석규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26] 관세법인 한림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이 상 우 2. 성명:   

3. 성명:  4. 성명:  

1 명 1. 성명: 이 상 우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FTA 인증컨설팅 / FTA-PASS(부산세관/서울세관/인천세관)
-FTA 컨설팅(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컨설팅(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팅(중기청)
-FTA 전문가 컨설팅지원사업(창원상공회의소 /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FTA 활용 컨설팅업체(구미상공회의소 / 경북 FTA활용지원센터)
-FTA 컨설팅(부산중기청/ 현장컨설팅)

051-463-9937 홈페이지 www.hlcustoms.com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한림 대표자 이 상 우

소재지

인천시 서구 가재울로 64, 202(가좌동, 복지빌딩)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70 (중앙동4가, 동원산업빌딩 14층)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포항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대응 , 교육 진행

구미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대응 , 교육 진행

영주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대응 , 교육 진행

부산경제진흥원 FTA 컨설팅 및 교육 진행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진행

부산 마스터관세사무소 대표자 최석규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5-1, 3층

 

051-710-5958 홈페이지

업체명



[접수 No. 27] 동아관세법인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3명 1. 성명: 최재명 2. 성명: 안주석

3. 성명: 신상태 4. 성명:  

3명 1. 성명: 최재명 2. 성명: 안주석

3. 성명: 신상태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28] 로한 합동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이홍로 2. 성명: 한용욱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홍로 2. 성명: 한용욱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5년 FTA수출컨설팅지원사업 (이홍로)

2016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이홍로)

2017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한용욱)

2018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한용욱)

2018년 수출바우처 FTA 컨설팅 사업 (이홍로)

민간기업 FTA 컨설팅 다수

02-6953-6963 홈페이지 www.rohancsc.com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로한 합동관세사무소 대표자 이홍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B동 1021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6년 : (주)유엔아이,㈜팔사코리아

2017년 : (주)민성테크,(주)엠엔알하이드로텍,

            ㈜신원금속 ,㈜인셈

2018년 : 오일코리아㈜,영신하이테크

         (주)삼정코어텍, (주)에이원하이드로텍,

         케빈디앤엠(주), RF콘트롤스

동아관세법인 대표자 대표자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6-16 창전빌딩 403호

부산, 인천, 청주, 대산

02-546-8505 FAX www.dacustoms.co.kr

업체명



[접수 No. 29] 유니원관세법인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4명 1. 성명: 하흥진 2. 성명: 김관호

3. 성명: 조남섭 4. 성명: 박경수

4명 1. 성명: 하흥진 2. 성명: 김관호

3. 성명: 조남섭 4. 성명: 박경수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30] 동북관세법인 창원지사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조국성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조국성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4년~16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수행사업 FTA 컨설턴트 참여

2. 2017년, 18년 S&T중공업 협력업체 FTA 컨설팅 진행

3. 2017년 대림자동차 한-EU 인증수출자 컨설팅 진행

055-282-1101 홈페이지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동북관세법인 창원지사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501호

경남 창원신 성산구 중앙대로 32, 1층 (상남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 2013년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1권역(씨티엘) PM 컨설턴트

 - 2014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인증수출자지원사업 컨설팅 PM 컨설턴트

 - 2015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인증수출자지원사업 컨설팅 PM 컨설턴트

 -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대행컨설팅 컨설턴트

 - 2018년 서울세관 FTA공익관세사 자문역

 - 2018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컨설턴트

 - 2019년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컨설턴트

유니원관세법인 대표자 하흥진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길 18 103호

1.부산지사: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13, 5층 502호 (중앙동4가)

2.인천지사: 인천 중구 인중로 178, 4층 409호 (사동, 정우빌딩)

02-542-8014 홈페이지

업체명



[접수 No. 31] 동북관세법인 진주지사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이호건 2. 성명: 박전호

3. 성명:  4. 성명:  

2명 1. 성명: 이호건 2. 성명: 박전호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32] 케이제이합동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문명기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문명기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6년 4월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회

055-263-3900 홈페이지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케이제이합동관세사무소 대표자 김종수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상남동) 덕산베스트텔 711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2년~16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수행사업 FTA 컨설턴트 참여

2. 2017, 18년도 창원상공회의소 FTA 상주관세사 용역 참여

동북관세법인 진주지사 대표자 이호건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 501호

경남 진주시 동진로 255 진주상공회의소 2층

055-762-1687 홈페이지

업체명



[접수 No. 33] 관세법인 우신 경남지사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임승규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임승규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34] 관세법인 우신 (서울지사)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김유석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김유석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최근 3년간)

1. 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사업(2016~2018)

2.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2016~2018)

02-518-4130 홈페이지 www.wscustoms.co.kr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우신 (서울지사) 대표자 장호곤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42, 201호 (신흥동3가, 풍천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1301~1310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7년간 세관공무원으로 근무

- 세관공무원 근무시 대부분 기업심사 및 불복업무에 종사하여 FTA 업무 등에 다

양한 경험 있음

- 2015년 창원세관 공익관세사 컨설팅 내역

 ․ ㈜OO코리아 일렉트로닉스 FTA 컨설팅

 ․ ㈜OODS FTA 컨설팅

 ․ ㈜OO사 FTA 컨설팅

- 2016년 컨설팅 내역

 ․ ㈜OO산업, ㈜OO론

- 2018년 컨설팅 내역

 ․ ㈜한화OO기계

 ․ ㈜한화OOO

 ․ ㈜한화OOOO

관세법인 우신 경남지사 대표자 견주필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인천항

창원

055-283-2561 홈페이지 www.wscustoms.co.kr

업체명



[접수 No. 35] 창거합동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이용혁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이용혁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36] 관세법인 네오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2명 1. 성명: 정석철 2. 성명: 조태우

3. 성명:  4. 성명:  

0명 1. 성명: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9년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

2019년 인천본부세관 FTA 공익관세사

2018년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

2018년 비지니스지원단 FTA 컨설턴트

2018년 aT센터 FTA 컨설턴트

2018년 수산물 바우처산업 FTA 컨설턴트

2017년 인천상공회의소 FTA 컨설팅 수행사

2017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FTA 컨설팅 수행사

2017년 울산무역협회  FTA 컨설팅 수행사

2017년 강원도경제진흥원 FTA 컨설팅 수행사

2017년 YES FTA 컨설턴트

2016년 중진공 MEGA FTA 교육 수행사 외 다수수행

032-715-8462 홈페이지 http://neocustoms.co.kr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업체명 관세법인 네오 대표자 정석철, 조태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15 목련빌딩 2층 (논현동)

인천본부 :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57번길 15, 명동빌딩 7층 729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부산세관  FTA 컨설팅 2 건 완료

 창거합동관세시무소 대표자 이용혁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새마을금고중앙회 101호

좌동

055-283-6668 홈페이지 www.changkeo.com

업체명



[접수 No. 37] 뉴하나로 관세법인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4명 1. 성명: 김희진 2. 성명: 김종렬

3. 성명: 김민호 4. 성명: 최재일

4명 1. 성명: 김희진 2. 성명: 김종렬

3. 성명: 김민호 4. 성명: 최재일

구분 기간

2014~

2014~2016

2015~2016

2016~

2014~2015

2014~2015

2011~

2014~

2014~

2015~

2014~

2016~

2016~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뉴하나로 관세법인 대표자 김종렬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김해, 부산세관 공익관세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자동차 협력사 원산지점검 컨설팅

자동차 협력사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인증수출자지정 컨설팅 다수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다수

부산,울산,함안 상공회의소 FTA 교육

부산,울산 중소기업청 FTA 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교육

한국산업단지공단 FTA 교육

정부기관

법인

교육

관세청 YES FTA 컨설팅 다수

부산시 중구 해관로 64-2 하나로 빌딩2층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7

051-467-6450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팅 다수

WWW.HNRCUS.COM

내용

소재지

업체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홈페이지



[접수 No. 38]

본 사

지 점

연락처 전화번호

1명 1. 성명: 손성곤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손성곤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접수 No. 39] 진주관세사무소

본 사

지 점

전화번호

홈페이지

4 명 1 명

신청 신청

1명 1. 성명: 허길 2. 성명:   

3. 성명:  4. 성명:  

1명 1. 성명: 허길 2. 성명:  

3. 성명:  4. 성명:  

※ 컨설팅 실적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만 선별하여 상기 기록란에 작성 바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1. 2014년~16년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수행사업 FTA 컨설턴트 참여

2. 2017년도 창원상공회의소 FTA 상주관세사 용역 참여

신한관세법인 부산지사

상시근로자수 관세사 수

신청분야체크(복수신청가능)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경남 진주시 동진로255 진주상공회의소 1층

 

연락처

055-757-2330 FAX 055-762-2343

 E-mail tnwjd2330@daum.net

업체명 진주관세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13-11-99246 대표자 허길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실적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건 이상

FTA 전문가 현장컨설팅 전담 컨설턴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6

 

070-4343-7757 홈페이지 -

업체명 신한관세법인 부산지사

사업자등록번호 602-85-15136 대표자 장흥진, 장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