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KOREA 방역에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등록

■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 KOREA 방역 중개사 1급 자격증
■ 자격증 발급 문의 010-7938
■ 준비서류: 이력서, 사진4매, 주민등록증
■ kcata.or.kr/kqa

방역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 할 자격증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자격증

자격증 – 산업통상자원부
7938-0881

주민등록증(앞면)



■ 자격 등록 확인서

종목 :  KOREA 방역중개사 [ K방역중개사
등급 :   1급

K방역중개사 1급 자격증 = 코로나19 

산업통상자원부

K방역중개사 1급 자격증 = 코로나19 

■ KOREA FUTHER GROUP 정치.경제

■ KOREA 방역 중개사 1급 자격증
■ 준비서류: 이력서, 사진4매, 주민등록증(앞면)

■ 자격증 발급 문의 010-7938-0881
■ kcata.or.kr/kqa
■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 KCATA.OR.KR 

방역중개사 ] 

19 및 방역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 공급에 대한 총괄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19 및 방역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 공급에 대한 총괄 업무

경제.사회.문화 FRONTIER

자격증 – 산업통상자원부
)

0881



KQA 자격증KQA 자격증

■KOREA 방역 중개사 [ Korea  Quarantine  Agency ]

[ 사업자 . 컨설턴트 법적 보호

■자격번호 : 2021-002265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모집 인원 :  50명 제한

■자격 직무
KOREA 방역의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의 성공적인KOREA 방역의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의 성공적인
제공하고 바이어와의 상거래에 대한 중개, 알선
수, 공장, 무역, 수출 등의 컨설팅, 방역 관련

■자격명칭 : K방역중개사 ( Korea Quarantine Agency )
■자격구분 : 1급
■준비서류 : 이력서, 사진4매, 신분증(
■등기접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0-
■접 수 : kcata1@daum.net
■안 내 : http://kcata.or.kr/kqa
■입 금 : 우리은행 1006-201-538549  
■문 의 : 010-7938-0881
■홈 피 : http://kcata.or.kr

자격증 안내자격증 안내

[ Korea  Quarantine  Agency ]

및 상거래 총괄 자격증 ]

성공적인 계약을 위하여 거래의 정확한 정보를성공적인 계약을 위하여 거래의 정확한 정보를
알선, 매각, 매도, 인수, 양도, 사업권양도, 양

사업을 위한 총괄 업무적 직무를 한다.

( Korea Quarantine Agency )

앞면)
-13번지 B1

538549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국가등록자격증
Korea Quarantine AgencyKorea Quarantine Agency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1. 자격 관리기관 :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코리아 방역중개사

라.자격 직무
KOREA 방역의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의 성공적인
바이어와의 상거래에 대한 중개, 알선, 매각, 매도, 
등의 컨설팅, 방역 관련 사업을 위한 총괄 업무적 직무를등의 컨설팅, 방역 관련 사업을 위한 총괄 업무적 직무를

국가등록자격증
Korea Quarantine AgencyKorea Quarantine Agency

산업통상자원부

성공적인 계약을 위하여 거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인수, 양도, 사업권양도, 양수, 공장, 무역, 수출
직무를 한다.직무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