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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KUSEC 회원사 대표 및 물류사업담당 부서장

제

목 : 『관세국경보호청(CBP)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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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미경제협의회(KUSEC)는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
호청(CBP) 연사를 모시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관세국경보호청
(CBP)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세국경보호청(CBP)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 강연 및 패
널토론에 귀사를 초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2019. 8. 14(수) 14:00-16:00,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잠정)
나. 주최기관 : KUSEC(한미경제협의회),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다. 참석대상 : 총 50명 내외
- 한국 측: KUSEC 및 AMCHAM 회원사, 미국 진출 관심 기업, 물류사 등 30여 명
- 미국 측: 관세국경보호청(CBP) 연사 및 주한미국대사관 측 등 20여명
* 세부 프로그램(안) 붙임 파일 참고

라. 신청방법 : 별첨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usec@kita.net) 접수
- 마감기한: 2019. 8. 9(금), 12:00 限
- 관련문의: 한미경제협의회 사무국(02-6000-5549/5357)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확정 참석자 대상 개별 공지예정)

※ 유첨: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 개최(안) 1부
별첨: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 신청양식 1부. 끝.

유첨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 개최(안)

□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美 관세 정책 세미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9. 8. 14(수), 14:00~16:00,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잠정)
ㅇ 주최 : 한미경제협의회(KUSEC),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ㅇ 참석대상 : 총 50명 내외
- 한국측: KUSEC 및 AMCHAM 회원사, 미국 진출 관심 기업, 물류사 등 30여 명
- 미국측: 포럼 관세국경보호청(CBP) 연사 및 주한미국대사관 측 등 20여명
ㅇ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4:00-14:05

개회사

14:05-14:30

발표 1: 관세국경보호청(CBP) 소개

14:30-14:45

발표 2: CBP 통관 및 반입 절차

14:45-15:00

발표 3: 최근 무역 조치 관련 관세 정책 시행 안내

연 사
Jeffrey Jones
(AMCHAM 이사회장)
John P. Leonard
(CBP 무역실 무역정책/프로그램국장)
Maya Kamar

15:00-15:15

발표 4: 검사·감사 및 사전공시제도 안내

15:15-15:40

패널토론

(CBP 섬유/무역협정 과장)
좌장
Katrina Chang
(AMCHAM 무역관세분과위원장,
前 CBP 고위공무원)
패널
John P. Leonard
(CBP 무역실 무역정책/프로그램국장)

15:40-15:55

Maya Kamar

Q&A 세션

(CBP 섬유/무역협정 과장)
Donald Bruckschen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Kendrick Yeung
(CBP 한국 부주재관(이민/통관정책 담당)
Ed Bayron
(CBP 한국 주재관)
15:55-16:00

폐회사

*주최 측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추후 변동 가능
**진행언어: 영어 (발표자료 국영문 병기 및 Q&A 세션 순차통역 제공)

주최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