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신청 및 수강 안내 <필독>

□ YES FTA 전문교육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집합과정 온라인과정 수요자맞춤형과정
FTA 첫걸음(6h)

FTA 활용(6h)

FTA-PASS(6h)

품목분류(4h)

원산지결정기준(4h)

원산지증명(3h)

인증수출자(3h)

원산지검증(4h)

인증수출자 신청하기(1h)

C/O작성하기(1h)

HS통칙 이해하기(1h)

FTA-PASS 사용하기(1h)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1h)

원산지검증 이해하기(1h)

1:1 수출컨설팅(3h)

공급망관리(6h)

ㅇ 수강신청 : www.ftaedu.or.kr/yesft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 신청)

□ 교육과정별 수강 안내

ㅇ 집합과정(대면과정)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필수, 기침/재채기 시 입 가리기 준수
- 교육장 입실 전 체온측정 및 손소독 협조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자는 교육수강이 제한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교육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교육운영자 또는 강사에게 즉시 통보
- 타인과의 대화 자제 및 건강거리두기 실천

ㅇ 집합과정(비대면과정)

- 웹캠 또는 웹캠 내장 노트북 구비 필수 (교육생 화면출력으로 출석확인)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의 수강 불가(확인 후 퇴실 조치)
- FTA-PASS 과정은 실습이 동반되므로 듀얼모니터 사용 권장

ㅇ 수요자맞춤형과정

- [내 강의실 > 수요자맞춤형 강의개설 요청] 메뉴에서 수행기관에 개설 요청
- 수행기관과 커리큘럼 등 사전조율 후 개설한 교육과정에 수강 신청

※ 유의사항

ㅇ 교육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건강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과정이 비대면과정으로 전환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별

도 안내를 드립니다.

u 단체 교육신청
ㅇ 기업, 기관, 단체에서 별도 일정으로 교육과정 개설을 희망하실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YES FTA 교육지원센터

ㅇ 전자우편 : yesftaedu@origin.or.kr ㅇ 전화번호 : 1544-5702



2022년 서울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서울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FTA 첫걸음

4차 20 6.7(화) 10:00∼17:00
구로 G밸리 센터 9층

소강의장

5차 20 6.17(금) 10:00∼17:00 마곡 가온누리 에듀

6차 20 6.24(금) 10:00∼17:00 종로 피엔티 스퀘어

FTA 활용
4차 20 6.23(목) 10:00∼17:00 강남 라이지움

5차 20 6.27(월) 10:00∼17:00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FTA-PASS 3차 20 6.13(월) 10:00∼17:00 강남 라이지움

품목분류 3차 20 6.9(목) 14:00∼18:00 강남 라이지움

원산지결정기준 3차 20 6.27(월) 14:00∼18:00 강남 라이지움

원산지증명
3차 20 6.8(수) 10:00∼13: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4차 20 6.21(화) 10:00∼13:00 강남 라이지움

인증수출자
3차 20 6.9(목) 10:00∼13:00 강남 라이지움

4차 20 6.27(월) 10:00∼13:00 강남 라이지움

원산지검증
2차 20 6.8(수) 14:00∼18:00 성남세관 3층 교육센터

3차 20 6.21(화)14:00∼18:00 강남 라이지움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공급망관리 - 20



2022년 인천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인천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FTA 첫걸음 2차 20 6.10(금) 10:00∼17:00 JST제물포스마트타운

FTA 첫걸음 3차 20 6.22(수) 10:00~17:00
경기테크노파크(안산)
4동 2층 교육장

FTA 활용 2차 20 6.17(금) 10:00∼17:00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인증수출자 2차 20 6.24(금) 10:00∼13:00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원산지검증 2차 20 6.24(금) 14:00∼18:00 JST제물포스마트타운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

공급망관리 - 20



2022년 부산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부산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
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FTA 첫걸음 3차 20 6.10(금) 10:00∼17:00 해운대기술교육원

FTA 활용 2차 20 6.17(금) 10:00∼17:00 부산 무역회관

품목분류 2차 20 6.24(금) 14:00∼18:00 부산 무역회관

원산지결정기준 2차 20 6.3(금) 14:00∼18:00 해운대기술교육원

원산지증명 2차 20 6.24(금) 10:00∼13:00 부산 무역회관

인증수출자 3차 20 6.3(금) 10:00∼13:00 해운대기술교육원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

공급망관리 - 20



2022년 대구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대구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
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FTA 첫걸음 2차 20 6.17(금) 10:00∼17:00 수토피아 중강의실

원산지결정기준 1차 20 6.10(금) 14:00∼18:00 수토피아 중강의실

인증수출자 1차 20 6.10(금) 10:00∼13:00 수토피아 중강의실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공급망관리 - 20



2022년 광주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광주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품목분류 1차 20 6.13(월) 14:00∼18:00 광주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1차 20 6.13(월) 10:00∼13:00 광주상공회의소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공급망관리 - 20



2022년 평택본부세관 권역『YES FTA 전문교육』6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평택지역 FTA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정원 일정 교 육 장 소

집합
과정

FTA 활용 1차 15 6.20(월) 10:00∼17:00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수요자
맞춤형
과정

1:1 수출컨설팅 - 4 상시 접수
(관세법인 드림 ☏ 070-4870-6424)
(관세법인 선율 ☏ 070-7727-2415)공급망관리 - 20



2022년『YES FTA 전문교육』비대면(화상)강의 5월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방 등 교육 소외지역 수요자 지원을

위해「YES FTA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비대면(화상)강의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구 분 회차 정원 일정 교육참여방법

비대면
과정

FTA 첫걸음

5차 20 6.8(수) 10:00∼17:00

화상강의 솔루션
‘ZOOM’ 활용

* 교육 전일에
메일 또는 문자로
접속방법 안내

6차 20 6.20(월) 10:00∼17:00

FTA 활용

4차 20 6.15(수) 10:00∼17:00

5차 20 6.21(화) 10:00∼17:00

FTA-PASS 4차 20 6.16(목) 10:00∼17:00

품목분류 3차 20 6.22(수) 14:00∼18:00

원산지결정기준

3차 20 6.14(화) 14:00∼18:00

4차 20 6.23(목) 14:00∼18:00

원산지증명

3차 20 6.14(화) 10:00∼13:00

4차 20 6.22(수) 10:00∼13:00

인증수출자

3차 20 6.6(월) 10:00∼13:00

4차 20 6.23(목) 10:00∼13:00

원산지검증 4차 20 6.6(월) 14:00∼18:00



2022년『YES FTA 전문교육』온라인과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등 실무자의 FTA 활용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YES FTA 전문교육」온라인과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계획

* 상기 서비스 일정은 컨텐츠 제작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정원 일정 교육참여방법

온라인
과정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
2022. 6. 1. (수)
서비스 예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과정 신청

C/O 작성하기 -
2022. 6. 1. (수)
서비스 예정

HS 통칙
이해하기

-
2022. 6. 1. (수)
서비스 예정

FTA-PASS
사용하기

-
2022. 6. 1. (수)
서비스 예정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
2022. 7. 1. (목)
서비스 예정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
2022. 7. 1. (목)
서비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