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전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용역계약 입찰 재공고

 대전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
담 및 컨설팅 등 현장업무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주관세사를 모집, 재공
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방법
  가. 모집인원: 1명
  나. 지원자격 
   -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2년 이상인 자 또는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가 속한 법인
  *단,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함
  *서류제출 시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 증빙 필수
  *모집공고 최종 낙찰자가 자격증소지 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형태: 관세사가 대전 FTA활용지원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계약

2. 업무수행
  가. 근 무 지: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 內(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나. 용역기간: 2021. 2. 1. ~ 2022. 1. 31. (1년)
  다. 업무시간: 월~금, 09:00~18:00(기타 대전상공회의소 내부 규정에 따름)
  라. 현장방문 컨설팅 등 출장 시 별도의 여비 지급(컨설팅 지역: 대전상의 관할)
  마. 주요업무
    - 기업 현장방문 수요발굴, 컨설팅, 전화상담 및 내근
    - 중소기업 FTA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 FTA설명회 및 교육 강의 지원 등
    - 수행내역 취합, FTA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 등록
    - FTA 활용지원 외 정부정책에 따른 기업지원 관련 사업 수행



3. 모집일정
  가. 모집기간: 2021. 1. 21.(목) ~ 1. 27.(수)
    - 접수방법: 이메일(anybest0614@gmail.com) 제출
  * 단, 마감 당일(13:00)까지 메일수신분에 한하여 유효
  나. 서류심사 후 면접: 개별통보
  다. 선정 및 계약일: 개별통보
*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합격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자로        
   선발. 단, 공고게시 마감일 까지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재공고 실시

4. 선정방법: 서면 및 면접 평가 후 고득점자 선정, 용역 낙찰

5. 계약금액: 일금오천칠백만원정(￦57,000,000, 부가세 포함) 
  가. 단, 경력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나. 대금지급: 1개월 단위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6. 계약조건: 최종 낙찰 관세사는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7. 제출서류: 용역입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이력서, 경력증명서, 관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8. 문 의 처: 대전지역FTA활용지원센터(T.042-480-3044, 3046)

붙 임 용역입찰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