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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수출입 임직원

제

2016년‘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 활용전략 사이버강좌’개최 안내

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울산지역 수출입기업 임
직원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 활용전략 사이버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강좌대상 : 울산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대학생 20명(선착순 마감)
2. 강좌내용 : 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 활용전략 사이버 강좌
- 주요 FTA 소개 및 FTA 활용을 위한 기업별 준비 방법
- 원산지판정 절차, 각종 서류작성 및 발급 기법, 사후검증 사례 등
※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과정으로 수료자에 한해 교육점수 10점 부여
3. 사전접수기간 : 2016. 7. 1(금) ~ 7. 11(월)까지 ※기한엄수
4. 강좌운영기간 : 7. 18(월) ~ 9. 19(월) ※2개월간 자유 수강(총 24강)
(수강기간은 2개월이며, 종료 후 복습가능)
5. 수강료 : 96,000원(환급과정) 2개월 뒤 진도 80% 이상 수료자 전액 환급(무시험)
※ 수강생 개별 수강료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수강료 환급(울산지역 수강생만 환급 가능)
6. 수강신청방법
o 무역협회 울산본부(http://us.kita.net) 접속 – 해당공지사항 클릭 – 온라인 참가신청 클릭
– 개인정보 등록완료 – 무역협회에서 확인 후 메일로 결제방법 안내 예정
(※ 강의 결제 시 무역아카데미 개인 ID 필수)
7. 문의 : 한국무역협회 강헌우 과장 / 박나현 주임 (Tel: 052-287-3060∼1)
[붙임1] 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 활용전략 사이버 강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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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활용전략 사이버강좌 소개
(24강, 24시간)
o 과정개요
- 무역실무 기초와 실전을 한꺼번에 교육
-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전략을 습득
-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제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
- 수입통관절차 및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를 이해하고 보관서류 관리방법 숙지
- FTA 수입협정 세율 적용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상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지
- FTA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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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활용전략 사이버 강좌
FTA의 이해와 기업의 전략
주요 FTA 소개(한 -중 FTA 포함)
HS CODE 및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 및 일반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판정 실습1
원산지판정 실습2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전 준비사항(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1
원산지증명서 발급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수출기업 인증수출자실무1
수출기업 인증수출자실무2
수입통관 및 협정세율 적용 절차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이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개요와 검증방식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원산지사후검증절차
주요 FTA협정별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1
주요 FTA협정별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2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체의 관리사항
FTA활용과 비즈니스모델1
FTA활용과 비즈니스모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