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es - Outbound>

성  명 Phone E-MAIL

김태중 부장 02-6105-2013 tj.kim@one-line.com

김대진 과장 02-6105-2056 dj.kim@one-line.com

김성식 과장 02-6105-2039 jake.kim@one-line.com

박종현 과장 02-6105-2046 john.park@one-line.com

이용주 대리 02-6105-2057 matthew.lee@one-line.com

최종환 대리 02-6105-2049 jay.choi@one-line.com

박현기 부장 02-6105-2044 eric.park@one-line.com

유경선 과장 02-6105-2040 kenny.yoo@one-line.com

차민창 과장 02-6105-2073 mc.cha@one-line.com

이민하 대리 02-6105-2065 min.lee@one-line.com

최수지 대리 02-6105-2291 suji.choi@one-line.com

박대규 부장 02-6105-2066 daekyu.park@one-line.com

김요한 부장 02-6101-5788 yohan.kim@one-line.com

이낙용 차장 02-6105-2231 knox.rhee@one-line.com

백승주 과장 02-6105-2062 seungju.baek@one-line.com

강현욱 부장 02-6105-2071 jack.kang@one-line.com

장두희 차장 02-6105-2068 doohee.chang@one-line.com

오병호 차장 02-6105-2059 albert.oh@one-line.com

김길현 과장 02-6105-2233 gilhyun.kim@one-line.com

안태인 과장 02-6105-2069 taein.an@one-line.com

최우민 과장 02-6105-2234 marcus.choi@one-line.com

박종훈 대리 02-6105-2070 jonghoon.park@one-line.com

이강원 사원 02-6105-2123 paul.lee@one-line.com

<Sales - Inbound>

          GROUP ADDRESS : kr.sales.im@one-line.com

성  명 Phone E-MAIL

박민중 부장 02-6105-2043 minjoong.park@one-line.com

최찬규 차장 02-6105-2064 ck.choi@one-line.com

임채민 차장 02-6105-2234 kai.lim@one-line.com

배재연 과장 02-6105-2026 catherine.bae@one-line.com

김지혜 대리 02-6105-2230 jh.kim@one-line.com

아시아

ONE Korea (Seoul Office)

지   역

북미

유럽/지중해

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  역

총괄

북미/유럽/지중해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호주/뉴질랜드

인사이드세일즈

업무



<Booking>

성  명 Phone E-MAIL

미주서안 서미선 과장 02-6465-0388 misun.seo@one-line.com

미주서안 황동효 대리 02-6465-0227 donghyo.hwang@one-line.com

캐나다 박슬기 대리 02-6465-0225 sally.park@one-line.com

미주동안 왕수정 대리 02-6105-2051 eileen.wang@one-line.com

미주동안 박선영 대리 02-6101-5746 grace.park@one-line.com

미주동안 / 호놀룰루 김주희 대리 02-6101-5745 juhee.kim@one-line.com

북유럽 김승실 대리 02-6465-0223 seungsil.kim@one-line.com

북유럽 권윤영 대리 02-6465-0203 yy.kwon@one-line.com

지중해/흑해 고지민 차장 02-6105-2058 jm.ko@one-line.com

지중해/흑해 이영래 대리 02-6101-5797 youngrae.lee@one-line.com

남미서안 장재경 과장 02-6101-5795 jaekyung.jang@one-line.com

남미서안/캐리비안 이지선 대리 02-6465-0389 sunny.lee@one-line.com

남미동안/아프리카 조윤지 대리 02-6101-5781 yoonji.jo@one-line.com

남미서안/오세아니아 김나래 사원 02-6105-2047 narae.kim@one-line.com

중동/홍해 안정화 사원 02-6465-0218 junghwa.an@one-line.com

중국/러시아 문선영 대리 02-6465-0224 sunyoung.moon@one-line.com

동남아/서남아(wayport) 류미나 대리 02-6101-5748 ashley.ryu@one-line.com

람차방/방콕/서남아 박민주 사원 02-6465-0226 minju.park@one-line.com

일본 최연심 대리 02-6101-5799 yeonsim.choi@one-line.com

호치민/하이퐁/마닐라 오채은 사원 02-6465-0216 chaeeun.oh@one-line.com

<Documentation>

성  명 Phone E-MAIL

미주서안 정승연 대리 02-6101-5789 sy.jung@one-line.com

미주서안 강윤아 사원 02-6022-2458 yuna.kang@one-line.com

미주동안 김시아 사원 02-6465-0214 siah.kim@one-line.com

미주동안 김정애 사원 02-6465-0213 jeongae.kim@one-line.com

캐나다/호놀룰루 김도윤 차장 02-6101-5793 rosemary.kim@one-line.com

북유럽/남태평양 심정현 과장 02-6101-5780 junghyun.shim@one-line.com

지중해/동호주 권지혜 사원 02-6465-0201 jihye.kwon@one-line.com

지중해/서호주/뉴질랜드 이혜원 사원 02-6101-5794  hyewon.lee@one-line.com

남미서안/남미동안/캐리비안 김정은 대리 02-6465-0217 jungeun.kim@one-line.com

남미서안/아프리카 성미하 사원 02-6410-8643 miha.sung@one-line.com

남미서안/캐리비안 김태희 사원 02-6105-2074 taehee.kim@one-line.com

일본,중동,서남아,러시아(KRX) 이의정 대리 02-6101-5796 euijung.lee@one-line.com

일본,서남아,홍해,러시아(KRX) 김서영 사원 02-6101-5790 seoyoung.kim@one-line.com

필리틴,하이퐁,서남아 정경원 사원 02-6101-5787 kyungwon.jeong@one-line.com

태국,홍해,동남아,서남아 정소영 사원 02-6465-0380 soyeong.jeong@one-line.com

동남아,서남아,호치민 조은환 사원 02-6465-0384 eunhwan.cho@one-line.com

중남미/아프리카/오
세아니아

지   역

북미

유럽/지중해

아시아

북미

유럽/오세아니아

아시아

지   역

중남미/아프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