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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e Are

트레이드파트너스 서비스는 FOODS, COSMETICS, ICT산업에 특화되어 

해외시장조사, 해외마케팅, 관세무역법률, 수출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팀플레이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량의 결과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었습니다. 

트레이드파트너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수출환경 및 트렌드에 

고객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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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공 학위 주요분야

안지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 조사부문 총괄

전용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상사부문 총괄

이범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 수출교육, 수출컨설팅

김현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관세 및 통관

유미경 경희대학교 수학 학사 관세 및 통관

주유니 중앙대학교 무역학 학사 해외조사, 전략수립

장다은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 학사 해외마케팅, 바이어발굴

박주령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해외조사

이동현 카스비즈니스스쿨(런던, 영국) 학사 해외조사

반예은 경희대학교 영문학/무역학 학사 해외조사

최정림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 학사 해외조사

강민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 학사 해외마케팅, 바이어발굴

송주안 숭실대학교 국제통상학 학사 해외조사

해외시장정보실

관세무역법률실

무역상사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컨설팅실

Trade with Smart Partners

수출입통관 자문 / 수출입요건확인 자문 

관세환급 자문 / 원산지증명 자문

정보큐레이션 / 빅데이터분석 

위탁연구용역 / 해외진출전략수립

바이어발굴 / 해외영업아웃소싱 

시장개척단 / 비즈니스미팅지원

무역컨설팅 / 무역교육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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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ASIA)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북미(NORTH AMERICA)

미국, 캐나다

남미(SOUTH AMERICA)

멕시코, 브라질

중동(MIDDLE EAST)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EUROPE)

영국, 터키, 러시아

아프리카(AFRICA)

케냐

본사(KOREA)

 Global Network



2014

2015

2016

2017

2018

01  에이제이컨설팅 설립

01  N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IT제품)

04  C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소비재)

09 해외 7개국 네트워크社 업무협약체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UAE, 인도)

01  B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뷰티)

03  U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의료)

03  C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연장 (소비재)

06  수출대행 누적실적 200만 달러 달성

09  아세안 및 중동 11개국 네트워크社 업무협약체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터키, UAE, 인도)

10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사업화지원사업 수행

11  경북테크노파크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지원사업 수행

02  W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산업부품) 

03  K社 해외영업 아웃소싱 대행계약 (기계류) 

03  C社 수출대행 계약 연장(~2017년) (소비재) 

05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지원사업 수행

07  (주)에이제이트레이드파트너스 법인전환

08  강원테크노파크 기술시장정보지원사업 수행

0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해외심층시장조사 수행

10  수출대행 누적실적 300만 달러 달성

11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수출유망품목선정기준 연구용역' 수행

03  2017 PMI(SK플래닛) 6개국 화장품 현지이슈조사 수행 

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환경 변화대응 이슈조사 용역

03  대구경제협력권사업 의료기기부문 비R&D지원 마케팅사업수행

04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프리미엄매장 입점타당성평가 용역수행

05  2017 중소벤처기업부 GMD기업(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지정

05  KINTEX 2017 뷰티박람회 성과평가용역 수행 (베트남, 대만, 태국)

06  중소기업중앙회  '2017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지정

07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Star Project 사업수행

10  2017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규제정보 업데이트 용역수행(통관거부)

11  대구TP 모바일융합기기 베트남-태국 무역사절단 수행

11  제주테크노파크 기술융합화 시장조사 수행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시장조사

12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흥시장 진출타당성조사

01  (주)트레이드파트너스로 사명변경

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글로벌이슈조사 사업자 선정

03  대구테크노파크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 운영

05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시회참가 가이드북 제작

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확대지원컨설팅 사업자 선정 

06  NIA-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분석 해외정보부문 사업자 선정

07 경희대학교 가족회사 협약체결

07  농림축산식품부 콩소비 활성화 정책연구 수행

07  시흥상공회의소 수출초보기업 신시장 개척사업 수행

07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시아하이웨이사업 수행

08  킨텍스 K뷰티엑스포 해외전시회 성과평가 수행

08  한국환경산업협회 수출컨설팅 사업자 선정

08  한식진흥원 수출매뉴얼 연구용역

09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컨소시업 수행

09  강남구청 해외시장개척단 수행

10  NIPA ICT융복합수출모델개발 연구용역

11  한국무역협회 수출장벽DB구축사업 수행

11  베트남 대형유통망 입점지원

 Histo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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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사업부문 무역상사 사업부문 관세무역법률 사업부문 IBC 사업부문

ㆍ해외영업 아웃소싱

ㆍ현지동행 비즈니스 미팅

ㆍ콘텐츠 마케팅

ㆍ시장개척단 / 무역사절단 

ㆍ바이어초청

ㆍ정보큐레이션

ㆍ해외시장조사

ㆍ해외진출전략수립

ㆍFTA/비관세정보조사

ㆍ해외이슈 빅데이터분석 

ㆍ무역관련 위탁연구용역

ㆍ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자문

ㆍ 수출입요건확인 자문

ㆍ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자문

ㆍ인증수출자 획득 자문

ㆍ무역컨설팅

ㆍ무역교육

 Corpora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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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Trade with Smart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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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정보 사업부문

Global Market Research Div.

방대한 해외정보 중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품·시장·정책·소비·경쟁 

관점으로 분류하여 활용성을 극대화시킨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News Curation

정보큐레이션

Global Market Reserch

해외시장조사

목표시장의 산업통계, 트렌드, 제도, 경쟁구조, 유통채널, 바이어 관심유무 등을 

분석하여 심도 있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조사결과와 고객사의 맞춤화된 상품분석, 소비자분석을 통한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외진출전략을 제시합니다.

Marketing Strategy

해외진출전략수립

산업별 FTA 활용 수출유망국가 선정, 국가별 비관세장벽의 근간이 되는 

위생, 검역, 인증제도를 조사합니다.

Investigation of Policy

FTA/ 비관세 등 해외정책관련 조사

분야별 전문매체의 기사를 기반으로 시간상 변화가 일어나는 키워드와 

특정 키워드 상황과 상관관계가 있는 연관 정보를 추출하여 시장을 예측합니다.

Big Data Analytics

해외이슈 빅데이터 분석

정책조사, 문제해소모델 개발조사, 수요조사 등 위탁연구를 수행합니다.

Trade Research

무역관련 위탁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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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상사 사업부문

International Trade Div.

기관단체 또는 개별기업해외바이어 발굴 및 현지상담을 지원합니다.

Trade Delegation & Business Meeting

해외 무역사절단 & 현지동행 비즈니스 미팅

Business Meeting

바이어 국내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유망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비즈니스 미팅주선을 지원합니다.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브랜드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지원 합니다.

Contents Marketing

콘텐츠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전문무역상사로서 기존 주력국가에 대한 세일즈활동 및 

기업의 니즈 및 수요에 따라 신규국가 내 바이어소싱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Global Market Developer

GMD

해외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Overseas Sales

해외영업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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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Clearance & Refund

수출입 품목의 적정한 통관과 수출 후의 관세 환급을 위한 내용을 자문합니다.

Trade Consulting

무역컨설팅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에게 수출준비단계부터 계약체결까지

전과정을 무역전문가가 밀착지원 합니다.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Customs Approved & Registered Exporter

FTA 원산지증명서발급 자문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자문

FTA협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 필요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서류 작성 등에 대해 자문합니다.

EU 및 아세안, 중국, 베트남, 인도 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획득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Trade Education

무역교육

해외시장조사 방법, 해외마케팅 방법, 수출입통관 및 FTA활용방법 등

무역 전체프로세스를 산업별 특징에 맞추어 교육합니다.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자문

 관세무역법률 사업부문  IBC 사업부문

Customs & Consulting Div.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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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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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기도청
시흥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KINTEX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모바일융합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강원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주)비***        (주)아***
(주)씨***        (주)B***        (주)월** 등

Clients



Contact Information

TEL : 02-6281-8801

FAX : 02-6281-8802

WEB : www.tradepartners.co.kr

MAIL : ban@tradepartners.co.kr

ADDRESS :  서울 송파구 법원로9길 26 H-Business Park C동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