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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관세 절감 전략 컨설팅

FTA 활용 컨설팅

관세 법률 상담

무역실무자 전문 교육



약력

• 관세사 자격시험 최종합격(2012)

• 관세법인 수출입통관, 관세심사 · 행정심판, 
FTA 컨설팅, AEO 심사, 고객만족(CS)

• 前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

• 前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컨설턴트

• 前 KOTRA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담당 관세사

• 제55회 무역의 날 FTA 유공자 표창
한국무역협회장 표창(2018)

• 現 당나귀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업무 이력

◆ 수출입통관
의료 · 자동제어기기 S사, 화학물품 A사, 섬유의류 P사 등

◆ 관세청 품목분류(HS CODE) 유권해석
- S사 케이블접속용 구성품 0%(관세환급 1억)
- H사 CNC 드릴링머신(관세환급 6천만원)
- I사 평판디스플레이 전용 가공기계 0% 결정

◆ FTA 컨설팅
- 수출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기관/자율)
- 아세안 FTA 비조작증명서 관세청 유권해석 · 관세환급 결정
- 수출 자동차 부품 CBP 한미 FTA 사후검증 수행
- 한국무역협회 FTA 전문상담역(전국 · 전업종 4,000여건 상담)
-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업무

◆ 관세심사 · 행정심판
- 자동제어기기 S사 정기 법인심사 수행(서울세관)
- 화학물품 O사 정기 법인심사 수행(부산세관)
- 안테나제조 A사 정기 법인심사 수행(부산세관)
- 의료기기 G사 AEO 종합심사 수행(서울세관)
- HALL IC 수입 L사 품목분류 행정심판 수행(인천세관)
- 의류수입 P사 한아세안 FTA 원산지조사 수행(대구세관)



강의 이력
• KOTRA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심화

(기계, 화장품, 화학, 전자, 섬유)

• 농수산식품 FTA 활용 설명회(한국무역협회)

• FTA 협력사 관리 공급망 교육
(자동차, 보일러, 섬유, 기계)

• FTA 사후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대구 무역회관)

• 한인도 CEPA · 한아세안 FTA 전략(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FTA 발효 설명회(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FTA 1주년 활용팁 10선(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화장품 시장 FTA 활용 설명회(Coex)

• FTA 인증수출자 점수인정교육(인천대학교)

• 전기산업 베트남 진출 세미나(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한중미 FTA 발효 전략 세미나(한국무역협회)

• FTA 인증수출자 점수인정교육(구미 산업단지공단)

• 브렉시트와 한영 FTA 특강(창원 상공회의소)



기고 〮 저서

• '한미 FTA 5주년 기념 활용 Mentoring 10선’
언론 기고

• '기업실무자를 위한 FTA 품목별 매뉴얼’
시리즈 집필(한국무역협회 발간)

① 장류(2016)
② 다용도 산업용로보트(2017)
③ VR 헤드셋(2018)

• 다국적기업 A사 'Global Trade Compliance      
Handbook' 원산지규정 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