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I Advisory Group 은� 미국�정부기관들의�각종�규제�준수, 
국제무역실무와� 국제무역법, 물류법, 관세법�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위한�최적의�무역�컨설팅을�제공하는�기업입니다. 

다양한  미국�정부기관 (미국�식품의약국 US FDA, 농무부 USDA, 
관세국경보호청 US CBP, 수산청 NMFS, 환경청 EPA 등) 의 
정책과�각종�규제, 법률�준수에�대한�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미국 
시장�진출에�필요한� 인허가와� 수출� 제품의� 생산 - 물류 - 통관 - 
유통을�모두�포괄하는�종합�컨설팅을�제공합니다.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단계를� 확인하고, 고객의� 요구와� 전략에� 수반하여�합리적이고 
효율적인�수출�지원�컨설팅을�제공합니다. 



수출�기업이�미국�시장으로�도약하기�위한,
수출�지원�컨설팅의�결정체!

We are your Gateway to the US market.

수출�기업을�위한�밀착�지원�컨설팅

ACI 의�컨설턴트들은�한미간의�무역과�관련하여�다양한�고객사들에게�컨설팅을�제공하면서, 미국�정부의 
규제, 법률, 무역�실무�등�전방위적인�경험과�노하우가�축적된�미국�수출지원�전문가들입니다.

미국�시장�전문�컨설팅

국내외�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등�기업의�현재�해외시장�진출�단계를�확인하고, 고객의�요구에�수반하여 
가장�효율적인�수출지원�컨설팅을�제공하며, 고객을�밀착�지원하여�신뢰할�수�있는�사업�파트너가�되어 
드립니다. 

미국�현지�로펌과�자문기관, 국내외�전문�컨설턴트들이�함께�협력하여, 고객이�의지할�수�있는�맞춤�자문단이 
되어�드립니다. 
 

현지�로펌과�자문기관이�함께하는�국제�자문단

ACI의�수출�지원�컨설팅�산업�분야

식품과�건강보조식품 의약품과�의료기기

화장품 국제�무역·물류·통관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 건강보조식품, 동물의� 사료�등 ‒ 식품을�관할하고�있는�미국�정부기관들의�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인허가를�취득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들에게�맞춤형�컨설팅을�통해�어려움을�해소해�드립니다.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US FDA Registration 

US FDA Prior Notice 

Labeling / Ingredient Review

식품라벨�제작

식품시설�등록, 갱신�및 US Agent 

식품�사전신고�컨설팅

식품�라벨링 / 성분�검토

Label Creation

식품과�건강보조식품

식품의�영양성분과�안정성에�대한�각국의�정부�규제는�계속적으로�심화되고�있습니다. 수출하는�한국�식품이�미국�정부의�안전성 
기준에�부합하는�자격을�갖출�수�있도록, 식품의�제조, 수출, 통관과 유통을�포함하는�무역의�전�과정에서�최고의�전문가들이 
신뢰할�수�있는�파트너가�되어�드립니다.

US FDA Can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FCE / SID 
저산성식품�공장�등록과�공정�등록

US FDA Color Additives Review / 
Color Batch Certification
색소�첨가제�검토�및�인증

Import Alerts (Red List) FDA 
수입경보�컨설팅

USDA Organic Certification 
유기농�인증

식품안전현대화법�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컨설팅

FSMA  FSVP / Safety Plan / Defense Plan / 
HACCP Plan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Device Listing 

Premarket Approval (PMA) 

510(k) Premarket Notification (PMN) 

제약시설�등록�및�의약품�목록�등재

의료기기�시설�등록�및�제품�목록�등재

의료기기�시판�전�허가�컨설팅

의료기기�시판�전�신고�컨설팅

한국의�높은�기술력을�자랑하는�의약품과�의료기기가�국제적으로�인정되는�자격을�획득함으로써�성공적인�해외시장�진출�및  
확대에  기반이�될�수�있도록�신속하고�합리적인�컨설팅을�추진하며�최적의�솔루션을�제공해�드립니다. 

주요�업무�분야

제품의�미국�내�인허가와�상용화에�필요한�전문적인�컨설팅을�효율적이고�합리적인�비용으로�받으실�수�있도록 

법률기관 - 사설�연구기관 - 자문기관이�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안심하고�화장품의�수출을�진행할�수�있도록, 미국�시장�진출에�필요한�각종�정부�규제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통관과 

미국�내�상용화에서�발생할�수�있는�장애로�인한�손해를�사전에�예방하여�드립니다.  

Cosmetics

Establishment Registration / Listing 

Labeling / Ingredient Review 

US FDA Color Additives Review / Color Batch Certification

시설등록�및�제품�등재

화장품�라벨링 / 성분�검토

색소�첨가제�검토�및�인증

화장품

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있는�한국�화장품이, 제품의�인체�안전성에�대하여�엄격하게�규제하고�있는�미국�정부의�관련�법률과 
규정의�변화에�전문적이고�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  온타임 on-time 컨설팅을�제공해�드립니다. 

주요�업무�분야

화장품�제품�등록�및�관련�규정�준수�컨설팅



국제�무역�컨설팅
국제�물류�및 SCM 컨설팅
해외�라이센스, 프랜차이즈�컨설팅
해외�에이전트, 파트너쉽�컨설팅
해외�사업체�설립과�인재파견�컨설팅
FTA / 비관세�정보�조사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컨설팅
품목번호�분류�컨설팅
화물억류 / 세관�벌금 / 행정쟁송�컨설팅

주요�업무�분야

미국�시장�진출�및�확대를�위하여�필요한�현지�사업체�설립과�인재�파견을�비롯하여, 해외�현지�라이센스�및�프랜차이즈�설립�등, 

분야별�전문�컨설턴트들이�사업체�설립 - 무역거래 - 물류 - 수출입�통관의�각�단계에서�고객이�직면한�과제를�면밀히�분석하여 

확실한�해결책을�찾아드립니다. 

국제�무역 · 물류 ·통관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의� 국제무역� 거래, 물류, 통관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컨설턴트들이�미국�내�법무법인들과�협력하여, 고객의�현재�해외�수출단계에�필요하고�개별�니즈에�최적화된�컨설팅을�제공해 
드립니다.  

국제무역, 물류�및�통관�관련�컨설팅



    Orange County 
6 Centerpointe Dr, Suite 630
La Palma, CA 90623, USA

New York 
276 5th Avenue, Suite 704

New York City, NY 10001, USA

 Los Angeles
515 S. Flower Street, 18th Floor

Los Angeles, CA 90071, USA

Seoul
16th Floor, Suite 114, 373 Gangnam-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