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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기업들이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다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대통령-기업인과의 대화

노벨 경제학자 ‘폴 로머’ 뉴욕대 교수 초청 세미나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경제계 대변 기능

대한상의는 정부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민간 부문의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정책간담회, 국회 의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경

제 입법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국경제 해결 방안 제안

3월 6일 ‘우리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SG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는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시각 전환을 제안했다. 또

한 3월 27일에는 기술 · 혁신 성장이론의 대가이자 2018년 노벨 경제학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

수를 초청하여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폴 로머’ 교수는 

한국의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어 기존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 ▲인적자본, 기술력 같은 질적 성장 ▲지식이 축적되는 선순환적 성장

구조 ▲안전성과 포용성 수반 등을 제시했다.

구분 주요 활동

주요 활동

• 대통령-기업인과의 대화(1/15) 

• 경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1/16) 

•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간 정책간담회(5/23)

•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12/19) 

• 2019년 하반기 및 2020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7/4, 12/27)

국회 간담회

• 자유한국당-경제4단체 간담회(1/7)

• 더불어민주당-경제4단체 간담회(1/10)

• 국회의장-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2/28) 

• 바른미래당-대한상의 간담회(3/8)

•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7/9)

• 대한상의-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8/14)

• 국회방문(6/17, 7/16, 8/13, 12/19)

언론 메시지

• 한국여기자협회 포럼 간담회(4/1)

• 관훈클럽 만찬간담회(4/22)

• 제주포럼 개회사(7/17) 및 기자간담회(7/18)

•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기자단 간담회(9/18) 

• 박용만 회장 데이터 3법 처리 긴급기자회견(11/26) 및 송년 인터뷰(12/26)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한국 경제문제 해결 위한 ‘3가지 시각전환’ 제안

① 접근방법 : 현안별 단편적(piecemeal) 접근 � 상호 인과관계를 고려한 통합적(holistic) 접근

② 민관역할 : 정부 주도 개발연대 방식 � 자율규범 下 혁신위험 비용 분담

③ 재정플랜 : 단기적 재원조달 부족 � 장기적 복지지출 구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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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 

대한상의는 12월 17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년 성장률

은 세계 교역 여건과 IT · 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고려해 전년보다 높을 것이라 전망됐다. 

반면 민간 부진 지속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민간 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샌드위치 현상 심화,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의 삼중고 현상을 제시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를 통해 기업 현장의 체감경기 및 업종별 ·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 경제

의 중장기 추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분석했다.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

청년 스타트업 치맥

스타트업 밀착지원

대한상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

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년 CEO 및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6월에는 스타트업 전담지원 조직인 규제개혁지원실을 신설

해 입법 지연, 소극행정, 융복합 솔루션 부재 등 규제 유형별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부처와

의 협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공유주방, 가사도우미 제공 플랫폼 등 혁신 서

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사업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P2P금융(온라인 투자 연

계금융업)  제도권 편입 등 청년 스타트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기업의 미래준비 실태조사 발표

‘공유주방’ 승인 감사 식약처 방문

청년 스타트업 CEO와 국회 방문

일자 주요 활동 주요 참석자

4/26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초청 간담회 박영선 장관 등 22인

5/20 청년벤처 기업인과의 대화 김기웅 대표 등 15인

7/15 ‘공유주방’ 승인 감사 식약처 방문 이의경 처장 등 8인

7/16 청년 스타트업 CEO와 국회 방문 김성준 대표 등 10인

9/25 청년 스타트업 포럼 출범 김태경 대표 등 20인

11/5 중소기업벤처부장관-청년 스타트업 치맥 박영선 장관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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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를 하다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종합 건의

국회에 주요 입법현안 처리 촉구

대한상의는 6월 17일과 9월 26일 데이터 3법, P2P법 등 총 20개 경제입법 현안의 조속한 처리

를 촉구하는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리포트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담겼으며, 이 중 7개 과제(P2P금융 활성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부문화 활성화,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일본 

수출규제 극복 지원)는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월 2일에는 300개사를 대상

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발표하여 경제입법 처리의 긴급성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분야 입법 현안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

①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    ② 의료산업 선진화  

③ 핀테크 산업 육성              ④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⑤ P2P금융 활성화               ⑥ 가사 서비스산업 선진화

조세제도 

합리적 개선

① 기업승계제도 개선            ②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③ R&D 투자 지원                ④ 기부문화 활성화

노동 · 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

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③ 재활용산업 활성화

기타 산업 · 기업 지원

①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②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③ 산업 기술 유출 방지          ④ 온라인 유통 활성화 

⑤ 일본 수출규제 극복 지원    ⑥ 옥외영업 활성화 

⑦ 화장품법 합리화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종합 건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축을 위해 7월 1일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종합 건의’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94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건의과제 중 ▲신성

장 R&D 위탁연구기관 인정범위 확대 ▲생산성 향상시설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기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 등이 세법개정시 반영됐다.

건의 과제 주요 내용

R&D · 시설투자 지원

•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신성장 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 가업 승계 사후관리 기간 · 요건 완화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한도 확대 및 비용처리 순서 변경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한도 적용 제외

주요 입법현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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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12월 27일 확정됐다. 대한상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원회와 공청회 등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회원기업들이 우려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건전한 감시기능에 충실하되, 기업들

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상의 판단기준과 조치내용들이 명확하고 객

관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점관리 사안의 중복 해

소  ▲집중투표제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기업부담이 큰 주주제안 시 통제장치 마련  ▲ESG 평

가의 객관성 · 독립성 확보 등을 건의했다.

1. 중점 관리 사안

① 배당성향 낮은 기업      ② 보수 한도 문제 기업  ③ 경영진 위법행위 발생 기업      

④ 2회 이상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⑤ ESG(환경 · 사회 · 지배 구조) 평가 결과 하락 기업

2.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돌발 사안)

-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 주주 권익 침해 우려 발생 기업  

중점
사안

돌발
사안

국민연금 SC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건의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 · 관 · 정 협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한상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민관 공조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정부, 업종별 협 · 단

체 등으로 구성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상의에 설치해 우리 기업들의 수급애로 해결

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은행, KOTRA 등 14개 유관기관과 ‘해외 M&A ·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조직하여 해외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량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또한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12월 26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

문은 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R&D 개선 ▲M&A 활성화 ▲협력 생태

계 조성 ▲수요기반 확충 등 4대 부문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회사측 조치 불충분시)

공개 
중점관리기업 전환 주

주
제
안

비공개 대화

비공개 대화

[SC 발동 PROCESS]

[SC 발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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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니셔티브(성장 · 혁신 · 복지 등) 연구

대한상의 SGI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심층 연구와 합리적 대안

을 제시했다. 6월에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의 분석과 정책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유럽의 성공 배경을 ▲혁신의 지원 ▲인적자본 확충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 등으로 꼽으며,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 벤처 활성화, 인적자본 투

자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혁신지원과 성장 친화적 복지개혁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8월에

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원인과 영향을 짚어보고 정책 과제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

화 ▲규제 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산업 규제 개선

신산업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

해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 규제트리를 통해 ▲바이오 · 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대 신산업의 규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

보통신망법)이 핵심 규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산업의 규제개혁 전략으로 핵심규제의 우선적 

해결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원인과 영향’ 보고 발표

신산업 ‘규제트리’ 보고 발표

▶ 바이오 · 헬스 분야 규제트리 요약

신산업 주요 규제법령

바이오 · 헬스 개인정보보호법 · 의료법 · 생명윤리법 등

드론 개인정보보호법 · 항공안전법 등

핀테크 신용정보법 · 자본시장법 · 금융지주회사법 · 공정거래법 등

AI(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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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

원했다. 2019년 말까지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아 금융 · 세제 지원, 정부 사업 참

여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8월 13일부터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 위기지역 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법 일몰 기간은 2024년까지 

연장됐다. 

기업활력법 지원기관 간담회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이슈에 기업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업의 환경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러 차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

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규제 심사 기간 · 절차 간소화, 시험 인프라 확대 등이 정부 정

책에 반영됐다. 

화학물질 규제 업계 간담회

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간담회

구분 승인건수

규모별 • 대기업 7,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91

지역별 • 수도권 25, 경남 48, 경북 9, 전남 7, 전북 12, 충청 8

업종별
•   조선 37, 기계 18, 철강 14, 석유화학 11, 유통 · 물류 6, 섬유 5, 전선 5, 반도체 3 

엔지니어링 3, 자동차부품 2, 태양광 1, 자동차정비 1, 배터리팩 1, 제지 1, 경비용역 1 

일자 논의주제

3/12 화학물질 규제 업계 간담회

4/22 주요 5대 업종 기후변화 간담회

5/24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이월 제한 정책 간담회

6/28 국가 기후변화정책 토론회

9/16 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간담회

10/20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업계 간담회

12/3~19 업종별 기후변화 간담회 (발전, 철강, 시멘트)

구분 주요내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 규제 심사기간 · 절차 간소화 

• 화학물질 시험인프라 확대, 지원 예산 증액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신고 사후보완 인정

대기환경
• 통합환경관리법 대상 기업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신증설 시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방안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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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기업의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201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과 소

상공인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2019년에는 45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고, 총 1,38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258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 주재 민관 규

제혁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 주요 경제단체 등과 2차례 협의회를 통해 민 · 관이 서

로 협력하고 쌍방향 소통에 노력했다. 또한 시도, 지역상의 등과 협력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

여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레미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방법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활동 내용 실적

시 · 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10회

협 · 단체 등 기업 현장 간담회 35회

기업 현장 애로 발굴 1,380건

기업 현장 애로 해소 258건

제2차 민 · 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 주요 활동실적

SW 업계 현장 간담회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주요 과제 발표일

혁신성장 옴부즈만 18년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1/30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 4/17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 10/14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11/13

▶ 주요 과제 발표 실적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난해부터 대한상의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

끼는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 개선했다. 올해는 4대 주력산업(조선 · 자동차 등), 4대 신산업(핀테

크 · 바이오 등), 4대 서비스업(관광 · 콘텐츠 등) 12개 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업종 · 지역별 30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230건을 수집했으며 부

처 협의와 쟁점 조정을 거쳐 82건을 해결했다. 이동식 협동 로봇 인증 절차 애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 완화, 조달행정 불편 개선 등 주요 개선 성과는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으로 3차례에 걸

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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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방법론 개선 건의

대한상의는 올해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4차례 건의했다. 1월에는 청와대와 

함께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해 분야별 규제 애로를 건의했다.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

증 못하는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가 정책에 반영되어 3월부터 모든 정부 부

처가 시행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전환제 등 현 정부의 주요 규제

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개설,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9월에는 국회도움 

없이 정부가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시행령 · 시행규칙 개선과제’를 수집하여 건의했다. 신제품·신

기술 개발, 산업 활동 지원,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등 4개 분야 24건의 건의사항 중 13건이 연내

에 해결됐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부문별 1위 지자체 현황

구분 분야 지자체명

기업체감도 종합 경기 성남시

경제활동

친화성

종합 경기 남양주시

공장설립 경기 이천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주택건축 전북 익산시, 전북 완주군 등 99개

유통·물류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등 98개

환경규제 충북 증평군, 경기 광주시 등 72개

공공계약 충남 공주시, 부산 수영구 등 80개

부담금 전북 정읍시, 경남 남해군 등 56개

지방세정 경기 안성시, 전북 정읍시 등 24개

도시계획시설 충남 공주시, 경기 구리시 등 21개

공유재산 서울 송파구, 충남 당진시 등 29개

적극행정 충남 예산군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발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조사 결

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2019년 평가 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기

업체감도 부문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올해 기업 체감도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70.7점으로 집계됐으며, 상위 등급(S·A)을 받은 지역도 2곳 늘어난 107곳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은 신설된 ‘적극행정’ 항목의 점수가 낮아 종합점수가 81.2점으

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 등급(S·A)을 차지해 뚜렷한 제도 개선 

성과를 나타냈다.

경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규제개혁 방법론 개선 건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변화 추이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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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을 지원하고 정부 노동정책에 균형있는 의견을 제시

하다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 지원

대한상의는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힘썼다. 52시

간제 연착륙에 반드시 필요한 유연 근로제를 개선하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

하는 한편, 국회에 보완 입법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

소기업을 위해 현장의 준비 실태를 점검해 정책당국에 전달하고 정책 보완을 요구하여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노동법 등 경제관련법 조속 입법 촉구

정부 정책에 합리적 대응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균형을 가지도록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지난 2년간 크게 인

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 노사관계의 불균형성

을 강조해 국회에서 신중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활동 일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참여 2/19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점검 8/29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조사 11/13

‘근로시간제 개선’ 국회 리포트 제출 4회

주요 활동 일자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2/27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발표 3/2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경제계 건의 6/4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제계 입장 발표 7/9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9/9

경제 관련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 입장 발표 1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합의’에 참여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조사 발표

ILO 핵심협약 비준 경제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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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와 협력에 참여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와 노사 간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다.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

실상 중단되면서 임시로 운영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6인 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대화 복원에 노

력했으며,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후에도 하부 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간담회와 호프미팅을 개최해 서로 간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대한상의-한국노총 호프미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6인 대표자회의

대한상의 브리프(2019년 바뀐 노동관계 법 · 제도)

노동이슈 정보제공

노동관련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이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3월에는 주

요 노동판결과 법제 동향을 알리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5월

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정부 노동법제도와 기업의 인사관리 방안 전국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 · 노무 정보를 상의 브리프

와 인포를 통해 제공했다.

주요 활동 일자

2019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제와 기업대응 방안 설명회 3/28

바뀐 노동법제도와 기업의 인사관리 방안 전국설명회 (8개 주요 상의) 5/14~24

인사·노무관리 정보 제공 (브리프 3건, 인포 6건) -

주요 활동 일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6인 대표자회의 7/29

대한상의-한국노총 호프미팅 9/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출범식 참여 10/11

2019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제 설명회 바뀐 노동법제도와 기업의 인사관리방안 전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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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개선

기업문화 커피살롱

기업문화 커피살롱

대한상의는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커피살롱’을 

매월 개최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현대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

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거나 이슈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자들 간 네트워

킹을 통해 기업문화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 개최 현황

일자 발표기업

1/29 티몬

2/28 신과기업(신상원)

3/25 현대카드

4/16 마인드루트(이경민)

5/22 한국마이크로소프트

6/25 ㈜두산

일자 발표기업

7/24 LG유플러스

8/20 EO(김태용)

9/26 오렌지라이프

10/30 퍼시스

11/28 토스랩

12/18 태니지먼트(장영학)

한국 기업문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해법을 제시하다

기업 내 세대갈등 실태 진단

우리 기업들의 세대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기업 30개사 소속 임직

원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조사, 연령

대별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갈등 현황과 근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진단 개요 

참여대상
• 설문대상 : 30개사 (13,000여명 임직원 대상)

• 심층인터뷰 : 기업 FGI 81명, HR전문가 5명

설문구성 • 개인 가치관 차이, 기업문화 현황, 조직구조 등 3개 영역 124개 문항

세대갈등 그룹 인터뷰(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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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식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응 현황 조사

기업문화 Insight Report

기업문화 개선방안 정보제공

수시로 변화하는 기업문화 이슈를 발굴하고 기업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했다. 7월에는 직장 내 괴

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의 대응 현황과 법 보완사항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또한 9월에

는 국내외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

간했다. 이 밖에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알아야 할 이슈별 정보를 상의 브리프와 인포를 통해 제공

했다.

기업문화 개선 관련 정부 협의체 참여

대한상의는 경제계 대표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정부 협의체에 참여

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3월에는 여성가족부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내 성별균

형 확보를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약속했다.

주요활동 일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응현황 조사 4/18

기업문화 Insight Report 발간 5/10

기업문화 이슈별 정보 수시 제공(브리프 3건, 인포 6건)

주요 사업 일자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식 3/25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총회 3/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 심의 7/8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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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19개 4.7억원

공동물류 지원 10개 1.4억원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5개 3.0억원

일자 주요 행사 장소

11/11(월)
• 개막 컨퍼런스 

- 유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대한

상의
11/12(화)

•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포럼

• 2020 소비트렌드 전망 세미나

• 유통 신기술 콘서트

• 해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설명회

11/13(수)
• 유통 CEO 토크 콘서트

• 최근 프랜차이즈 트렌드 및 유망 창업 세미나

유통 · 물류산업 발전

유통 ·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다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운영

대한상의는 화주 ·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제조 · 유통기업의 물류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34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지원하

고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사업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유통산업의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촉진

2017년에 구축한 유통 업체-IT기술 업체 간 협의체인 ‘유통산업융합얼라이언스’를 금년에도 운

영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유통산업 적용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포럼’, ‘융합

기술 플랫폼 데이’를 개최하여 신기술 보유기업과 유통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자율 주행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가상 피팅 서비스, 스마트 IoT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접해 볼 수 있도록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제7회 유통산업 주간

대한상의는 2019년 유통산업 주간 행사를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개막 컨퍼

런스, 2020 소비 트렌드 전망 세미나, 해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설명회, 최근 프랜차이즈 트렌

드 및 유망 창업 세미나, 유통 CEO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

해 유통 업계 간 단합과 상생 협력, 유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제7회 유통산업 주간 개막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과 유통산업의 미래 포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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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제8회 신유통트렌드와 미래성장전략 컨퍼런스

2019 유통물류 통계집

유통 · 물류산업 관련 정보 제공

대한상의는 유통 · 물류 산업의 현안 이슈를 소개하고 회원기업,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국내외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 워크숍을 개최

해 유통 · 물류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특히 11월 1일 ‘2019 물류의 날 기념식’

을 대한상의에서 개최하여 우수 물류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자를 포상했다.

행사명 일자

제2회, 제3회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5/8, 12/10

프랜차이즈 상생 협력 워크숍 5/9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종 상생 협력 워크숍 6/4

해외 유통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7/5, 11/22

제7회, 제8회 신유통트렌드와 미래성장전략 컨퍼런스 7/10, 11/4

2019 물류의 날 기념식 11/1

2020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11/28

유통 · 물류산업 조사 연구

유통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2018년 기업 물류비 실태조사, 프

랜차이즈 실태조사 등 조사 사업과 유통산업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2019 유통물류 통계집을 발간했다. 

사업명 일자

2018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3/26

2019 유통물류 통계집 발간 10/10

글로벌화에 따른 유통산업 대응전략 연구 12/17

상권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 및 유형별 사례 12/24

유통산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2/25

2018년 기업 물류비 실태조사 12/26

상권영향평가서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12/26

제7회 신유통트렌드와 미래성장전략 컨퍼런스 유통산업 전망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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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ale FESTA 주요행사

2019년부터 업계 주도로 운영된 ‘Korea Sale FESTA’는 예년보다 많은 703사가 참여하여 소비

자에게 우수 상품과 서비스 할인을 제공했다. 15개 백화점과 3개 대형 온라인 유통기업에서 ‘중

소기업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과 11월 9일∼10일 양일간 코엑스 일대에서 중소 유통기업과 제조

기업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 유통업태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주었다. 

행사 기간 주요 내용

쇼핑행사 11/1~11/22
유통 · 제조 · 서비스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쇼핑행사 

중소기업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 11/1~11/30
전국 15개 백화점과 3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소

기업 제품판매 및 판로지원

중소유통 지원 11/1~11/22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업태별 

프로모션 진행

Korea Sale FESTA 오프닝 거리행사

Korea Sale FESTA 추진위원회

Korea Sale FESTA 행사 현장

내수 활성화

Korea Sale FESTA를 개최하여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다

Korea Sale FESTA 개최

대한상의는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결합된 대한민

국 대표 쇼핑행사 ‘Korea Sale FESTA’를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개별 업체는 공식적인 행사 기간을 활용하여 할인 행사를 실시했고,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

사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했다. 또한 ‘사는게 즐거운 쇼핑’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오프닝 거리 행사

를 10월 31일 명동 일대에서 진행했다. 한편 연예인 강호동을 모델로 선정해 홍보하고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개별 업체의 할인 행사를 지원했다.

Korea Sale FESTA 추진위원회 운영

‘Korea Sale FES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9개 유통 협 · 단체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8월 6일에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제1차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 추진 계획과 참여기업별 행사 내용을 점검하고 세부 진행사항과 향

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19년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사의 변화점 등을 설명하고, 미디

어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행사를 이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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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자 주제 연사

조세

2/26 조세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
최영록

기획재정부 前 세제실장

9/5
2019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업 대응 전략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금융

4/10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전략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10/22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금융정책방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통상 3/5 글로벌 통상 현안과 우리의 대응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

유통

2/21 급변하는 유통 환경속에서의 리테일 전략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전무

4/25 리테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김형택 

디지털리테일 컨설팅 그룹

10/8
온라인 유통 초성장 시대의 

오프라인 유통 생존전략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12/19 데이터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박성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물류

4/23 밀레니얼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
한명수 

(주)우아한형제들 CCO

10/10
최신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영향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

12/13 물류산업 현안 및 2020년 물류정책 방향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위원회 운영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13개 부문별 위원회는 2019년 총 32회 개최해 각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위원 간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또한 정 · 관계, 학계 등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정부 정책방

향, 글로벌 통상 현안, 부문별 시장 대응 전략, 입법 현황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기업 의견 및 경제

계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회 운영 

정책 분야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 국회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다 

조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믈류위원회

유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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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자 주제 연사

환경기후

1/31 
9/18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박천규 

환경부 차관

4/8
 5/29
11/27

전자반도체 · 화학 · 기후 분과위원회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등

중소기업

4/26 중소 · 벤처기업 정책방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28

10/18
위원장단 간담회

고용노동

1/30 2019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4/18 국회 고용노동 입법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11/15
정기국회 고용노동 주요

입법 현황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청년스타

트업포럼
9/25 청년스타트업포럼 출범식

관광

4/15 대한민국 관광산업 혁신 전략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7/16 한국 관광의 경제 · 사회적 역할
정병웅

한국관광학회 회장

11/27 관광 철학과 비전 그리고 관광산업 생태계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

중견기업 10/2
미중 통상분쟁과 국제통상 

체제의 현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경제

5/10 중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정책 및 추진방향
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5/15 상공회의소 소개 및 서울지역 경제 현안 협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1/5 서울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박원순

서울시장

11/22
중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무정책 및 현안 협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청년스타트업포럼 출범식

중견기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서울경제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

고용노동위원회

환경기후위원회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2019 상공인 주간

제44회 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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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의 결의를 다지다

대한상의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기업인 및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덕담을 나누고 결의를 다지

는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1월 3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962년부터 개

최된 신년인사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계, 정 · 관계 및 

사회 주요 인사 1천5백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 혁신의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일   자 : 1. 3(목)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참석자 : 경제계 및 사회각계 주요인사 1,500명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제

단체·

노동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언론계·

주한

외교

사절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19년 새해를 맞아 정책방향의 세부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경제 활력과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솔선하겠습니다.”

▶ 주요 참석자



PAGE  25

 Annual Report 2019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열린음악회 3/19 KBS홀
상공인 주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상공인과 근로자 1200여 명 참석

상공의 날 기념식 3/20
코엑스

그랜드볼륨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포상 

상공인의 밤 3/20
코엑스

그랜드볼륨

국내외 상공인과 주한 외국기업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서로 격려의 장 마련

사회 공헌 활동 3/21
상의회관

야외마당
아동용 책장 200개 제작 및 전달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
3/20~3/22

청계광장 · 성동구청

광장 등 서울 6개

지역

가전 · 식품 · 패션 등 150여 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2019 상공인 주간

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국 상공인들의 축제주간을 

맞이하다

대한상의는 법정기념일인 ‘상공의 날’을 올해부터 ‘상공인 주간’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 열린 상

공인 주간은 한국경제의 주역인 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진행했다. ‘상공인이 열어가는 희망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3월 

19일 상공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과 상공인의 밤, 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열린음악회

2019 상공인 주간 

▶ 주요 행사

상공의 날 기념식

대한상의 사회 공헌 활동

상공인의 밤 행사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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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주포럼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다.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기업 CEO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 회장,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

난도 서울대 교수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연사를 초빙하여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과 통찰을 제

시해 주었다. 또한 ‘한국의 퀸’ 부활과 ‘트로트 황제’ 설운도와 함께 한 콘서트는 참가자들에게 큰 감

동과 즐거움을 제공했다.

• 일   자 : 7. 17(수) ~ 7. 20(토)

• 장   소 : 제주 신라호텔

• 대주제 :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

• 참석자 : 주요 기업인 및 가족 700여명

조용민 매니저 송호근 교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리처드 볼드윈 교수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큰 것 같습니

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마련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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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프로그램 연사

1일차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의 길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

• 홍남기 경제부총리

•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2일차

사회적 가치

5G 시대 비즈니스 전략

반성문 혹은 격문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육성

• 최태원 SK그룹 회장

•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

•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 박영선 중기부 장관

3일차

딥체인지, 세상을 바꾸다

그림과 클래식의 하모니

서민의 기생충 열전

밀레니얼 세대, 뉴 트렌드 코리아

• 김창경 한양대 교수

• 노엘라 바이올리니스트

• 서 민 단국대 교수

• 김난도 서울대 교수

4일차

도시와 공간 그리고 삶

새로운 생존방식, 애자일 전략

세상을 보는 균형, 금빛 리더십

• 유현준 홍익대 교수

• 피터 카펠리 와튼스쿨 교수

• 박세리 여자골프 국가대표 감독

▶ 프로그램 및 연사

유현준 교수 피터 카펠리 교수 박세리 감독

 김창경 교수 노엘라 바이올리니스트  서 민 교수  김난도 교수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제주포럼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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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와의 소통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 · 국회와 소통을 확대하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그룹 대표, 전국상의 회장, 정부, 국회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규제

개혁, 지역경제, 노사문제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장-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가 2월 28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갈등 극복이 

중요하며, 기업의 혁신 의지가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가 이런 부문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탄력근로제 보

완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신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

졌다.

정부와의 정책간담회

대한상의는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과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5

월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9월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7월과 12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 차례 초청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듣고 

‘투자 유인을 위한 R&D 세제 지원’, ‘규제 샌드박스 벤처 원리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일자 행사명

5/23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간 정책간담회

7/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9/25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12/27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국회의장-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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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연사 주제

1/23 성윤모 산업부 장관 ’19년도 산업정책 방향

4/25 진선미 여가부 장관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이유

5/28 박영선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방향

10/2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 방향

11/29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12/10 유은혜 사회부총리 지역 산업 맞춤형 미래 혁신인재 양성 추진방향

CEO 조찬간담회

대한상의는 정부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CEO 조찬간담회를 6회 개최했다. 1월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19년도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4월에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초

청해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이유’를, 5월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10월과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

래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들었다. 또한 12월에는 유은혜 사회

부총리를 초청해 ‘지역 · 산업 맞춤형 미래 혁신인재 양성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유은혜 사회부총리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일자 내용 체결 기관

3/25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 여가부 등 10개 기관

5/31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중기부 등 3개 기관

7/9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중기부 · CJ 등 14개 기관

9/10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협약식 산업은행 등 13개 기관

10/8 대한상의-NHN고도㈜ 업무협약 NHN고도㈜

11/7 ‘기업 방문의 날’ 업무협약 충북대 등 15개 대학교

12/13 대한상의-한국콘텐츠 진흥원 업무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의는 회원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과 총 7건

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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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상업체

금탑산업훈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송재열 금창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송재호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유성 포스코 부사장

정회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황만용 신흥에스이씨 대표이사

손영기 지에스이앤알 부회장

석탑산업훈장
안재효 진양금속 대표이사

경경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대표이사

산업포장

설차동 세원화성 대표이사, 노갑용 대웅제약 부사장

김영필 세아상역 과테말라 법인장, 임해수 한솔섬유 이사

고중환 금성침대 대표이사, 민경천 윈체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고우종 성창오토텍 회장, 채희철 디에이치라이팅 대표이사

문성호 한국오츠카제약 대표이사, 정태운 삼양식품 대표이사 

강용재 태성자동문 대표이사, 문경안 볼빅 대표이사 

김창희 코디아산업 대표이사, 현종호 Brotex ImpExp S.A. 대표 

이성훈 현대모비스 실장, 신봉철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상무이사

김수진 한미약품 상무이사, 이상엽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

박봉수 훼미리식품전주공장 공장장, 이은 한화토탈 전무

김만웅 전통 회장 

국무총리표창

이석순 대공 대표이사, 강동한 한호산업 대표이사

최재영 거봉아이앤씨 대표이사, 심재국 크레치코 대표이사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이성진 예스코리아 대표이사 

강욱희 우양정공 대표이사, 허제현 엘앤에프 부사장 

박현태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부장, 이정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최블라디미르 MTI 그룹 회장, 이명식 화승홀딩스 미국 법인장 

최귀선 Anw consultingkft 대표, 시이타신고 한국니토옵티칼 영업개발본부장

정목용 두산전자사업익산공장 공장장

산업부 장관 표창 권영미 나담코스 대표이사 등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한상의는 상공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 기업인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상공인의 날 기념

식’을 3월 20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진

영환 삼익THK 회장과 송재열 금창 대표이사 등 253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

을 수여하고 상공인의 밤 만찬을 함께했다.  

• 일    자 : 3. 20(수)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참석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내외 상공인 및 수상자 등 600명

기업 · 기업인 포상

상공업 발전에 공헌한 모범 기업과 기업인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다 

금탑산업훈장(진영환 삼익THK 회장)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금탑산업훈장(송재열 금창 대표이사)

상공인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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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상업체

대통령상 미래에셋대우㈜

국무총리상 삼원액트㈜, 아시아나항공㈜

산업부장관상 한국조폐공사, 신흥정밀, 롯데컬처웍스㈜, ㈜코리아세븐, ㈜엔에스쇼핑, ㈜씨엔에프

중앙일보 대표이사상 성일이노텍㈜, 에디슨모터스㈜

대한상의 회장상 ㈜일신웰스, ㈜씨에이치하모니, ㈜스킨이데아

최우수 CEO상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구분 수상업체

대통령 표창 ㈜비지에프리테일

국무총리표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리오쇼핑㈜

산업부 장관 표창
㈜코리아세븐, ㈜딥아이, ㈜오가다, ㈜혜인식품, 해군보급창, 웹뜰㈜, 

㈜트라이씨클, ㈜대연, (주)하이리빙, 한상린 한양대 교수

매경 회장상 베스트로㈜, ㈜아임유, ㈜푸드베리

상의 회장상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미니스톱㈜

제26회 기업혁신대상

기업 현장의 경영혁신과 우수사례를 발굴 · 포상하는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12월 9일 대한상의

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미래에셋대우, 국무총리상은 삼원액트와 아시아나항

공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 17명에게 정부포상과 대한상의 회장상, 중앙일보 대표

이사상 등이 수여됐다.     

• 일     자 : 12. 9(수)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

제24회 한국유통대상

경영혁신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이 12월 11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 유

공자 18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상의 회장상, 매경 회장상 

등을 수여했다.   

• 일    자 : 12.11(수)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수상자 기업 · 대표 등 200여명

제26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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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제20회 중소기업기술 혁신대전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기

술혁신, 품질혁신 등 5개 분야에서  훈 · 포장 등 173점을 수여했으며, 품질혁신 컨퍼런스 등 다양

한 부대행사 및 전시회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알리고, 기술 및 품질 혁

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혁신사례 전파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제고

했다.    

• 일자 : 8. 26(월) ~ 8. 28(수)

• 장소 : COEX 3층, Hall C

•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한국산학연협회,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회공헌대상 ·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대한상의는 3월 27일 ‘2019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을 포브스코리아와 공동 주최하여 신한금융투

자, 오비맥주 등 28개 기업을 시상했다. 12월 11일에는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시상식을 통해 29개 기업을 표창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최근 국내외 

CSR 트렌드와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구분 수상업체

단체 대통령 표창 한신기업㈜, ㈜티시테크

유

공

자

금탑산업훈장 최오길 ㈜인팩 대표이사 

산업포장 정일봉 ㈜영진산업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박정규 ㈜세정 대표이사, 최정열 제이에스케이㈜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
금강배관산업㈜, 삼일테크㈜, ㈜이루팩, ㈜나라코퍼레이션, 동양하이테크㈜ 

㈜동방제지, 보령산업, ㈜디에이치엘

국무총리 표창

㈜녹수, ㈜파나텍, ㈜니즈원, ㈜하나시스템, ㈜동아기업,㈜코리아모바일

세종공업㈜, ㈜대한스텐레스파이프, ㈜와이제이조경산업, ㈜인프론티브

오스템임플란트㈜, ㈜호정산업, ㈜금진, ㈜한영, 다인코리아㈜, ㈜기정소재

㈜선진이노텍, ㈜큐브이에스비즈, ㈜청우, ㈜태가피앤씨

사회공헌대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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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대한상의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근로자의 모습을 사진자료로 남기기 위해 ‘제6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일반인과 사진기자들이 5,500여 점의 작품을 출품

했으며, 이 중 대상 1점, 최우수작 4점 등 74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회를 가졌다.

• 공모 주제 : 상공인의 일터, 그리고 삶

• 공모 대상 : 일반인 및 언론사 사진기자

• 접수 기간 : 6. 3(월) ~ 9. 24(화)

• 시  상  식 : 11. 28(목) 

• 시상 내용 :   대상 1점, 최우수작 4점(일반 · 언론 각 2점)  

우수작 10점(일반 5 · 언론 5), 입선 59점(일반 29 · 언론 30)

• 전시 기간 : 11. 28(목) ~ 12. 6(금), 대한상의 1층 야외광장

최우수상(활기찬 건설현장의 선과 조형미)

대상(언젠가는)

제6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엽전 대신 휴대전화)

최우수상(물류) 최우수상(스마트폰, 반짝이는 미래)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상공인의 일터와 삶을 사진으로 남기다



2019년도 사업보고서



경제사절단 파견 · 영접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

해외진출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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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절단 파견 · 영접

민간 경제외교 확대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다

경제사절단 및 시장조사단 파견

대한상의는 2019년 정부와 공동으로 총 11회 경제사절단과 시장조사단을 파견했다.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태국, 중국 방문에 맞춰 민간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여 우리 기

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또한 민관합동 시장 조사단을 구성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이

집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

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했다.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쿠웨이트 방문 기업인 간담회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포럼

민관합동 이집트 경제사절단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한-핀란드 혁신성장 포럼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사절단명 기 간 지 역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경제사절단 3/12~3/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위스/이스라엘 대한상의 대표단 4/2~4/9 스위스, 이스라엘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경제사절단 4/18~4/2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무총리 쿠웨이트 방문 경제사절단 4/30~5/3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국무총리 키르기스스탄 방문 경제사절단 7/17~7/19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대통령 핀란드 방문 경제사절단 6/11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 태국 방문 경제사절단 9/1~9/3 태국 방콕  

산업부 장관 중동 방문 경제사절단 10/6~10/15 바레인, 카타르, 오만

민관합동 이집트 경제사절단 10/7~10/10  이집트 카이로

대한상의 스페인 경제사절단 10/10~10/18 스페인, 스위스

한일중 정상 초청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12/23~12/24 중국 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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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자  장소

인도 총리 초청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2/21 롯데호텔

이집트 재무장관 초청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2/28 대한상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초청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4/3 웨스틴조선호텔

칠레 대통령 초청 경제5단체 주최 환영오찬 4/29 롯데호텔

이스라엘 대통령 초청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7/16 그랜드하얏트호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초청 경제세미나 7/16 서울

에티오피아 총리 초청 경제5단체 주최 환영오찬 8/27 롯데호텔

인디애나 주지사 초청 한국기업인과의 조찬 9/4 플라자호텔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9/26 대한상의

한-나이지리아 투자포럼 및 엑스포 10/17 대한상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무차관 초청 투자환경세미나 10/23 대한상의

스페인 국왕 초청 주요인사 간담회 10/24 포시즌스호텔

 한-터키 비즈니스 포럼 12/11 대한상의

주요 방한인사 및 사절단 초청간담회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주요 인사와 경제사절단을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여건을 소

개하고 국내 기업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칠레, 이스라엘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인도, 에티

오피아 총리 등을 초청해 총 13회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도 총리 초청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스페인 국왕 초청 주요인사 간담회

칠레 대통령 초청 환영오찬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한-터키 비즈니스 포럼

에티오피아 총리 초청 환영오찬

한-나이지리아 투자포럼 및 엑스포

인디애나 주지사 초청 한국기업인과의 조찬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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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대한상의는 한중 양국의 민간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12월 5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쩡 페이옌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 정세균 前 국회의장, 주한 중국대사 등 양국 위원 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경제 이슈를 공유

하고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일자 및 장소 : 12. 4(수)~12. 5(목),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 참가자 : 한중 양국 위원, 주한 중국대사 등 30명

주요 행사 장소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웨스틴조선호텔

이낙연 총리 접견 총리 공관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세계상의연맹(WCF) 활동 

대한상의는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세계상의연맹(WCF)의 회원

으로 국제통상 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주력했다. 6월에  ICC 

설립 100주년을 맞아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Centenary Summit에 참가했으며 9월에는 서울에

서 ICC Arbitration and ADR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ICC Arbitration and ADR 연례회의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와 지역별 경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다

행사명 일자 장소

제160차 ICC 집행위원회 3/12 인니 자카르타

ICC Asia Pacific RCG 회의 3/13 인니 자카르타

WCF 집행위원회 및 의원총회 5/27 프랑스 파리

ICC Centenary Summit 5/28~5/29 프랑스 파리

ICC 총회 및 NC 사무국장 회의 5/28~5/30 프랑스 파리

제161차 ICC 집행위원회 5/29 프랑스 파리

WCF 집행위원회 및 의원총회 9/10~12 러시아 모스크바

ICC Arbitration and ADR 연례회의 9/21 대한민국 서울

제162차 ICC 집행위원회 10/17 중국 상해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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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대국

아시아 · 대양주(19)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피지, 카자흐스탄

유럽(12)
스페인,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아일랜드, 러시아

중남미(9)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자메이카, 페루

중동(7)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카타르, 오만, 예멘, 이라크 

아프리카(7) 이집트, 튀니지,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가봉, 콩고민주공화국

양국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운영

대한상의는 민간 차원의 국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권역

별 주요 54개국과 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스페인, 칠레, 이

집트와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 양국간 민간협력위원회 상대국

2019 한-아세안 CEO 서밋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및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계기로 ‘2019 한-아세

안 CEO 서밋’을 부산에서 개최했다. 동 행사는 아세안 기업간 교류의 장 마련과 기업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경제인 행사로 09년, 14년에 이어 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됐다. 

CEO 서밋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6개국 정상, 한-아세안 기업인 총 700여 명이 참석했으

며,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과 과제’를 주제로 짐로저스, 조스터드웰 등 국내외 주요 인

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일자 및 장소 : 11. 25(월), 부산 벡스코 

• 참가자 :   대통령, 태국 총리, 미얀마 국가고문, 라오스 총리  

인니 대통령, 말련 총리, 베트남 총리, 한-아세안 주요 기업인

2019 ASEAN-ROK CEO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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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상공인연합회-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대화

동북아 상의연합체 MOU 체결식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총회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대한상의는 한-아세안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14년 창립 이후 지속 운

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계기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 공

유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일자 및 장소 : 11. 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 참가자 : 대한상의, 태국상의 등 한-아세안 회원 40여명 

제1차 아세안 상공인연합회-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대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과 아세안 사무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진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전

달하기 위한 ‘아세안 상공인연합회-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 일자 및 장소 : 11. 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 참가자 :   아세안 사무총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30여명 

동북아 상의연합체(NEABA) 결성 MOU 체결

대한상의는 ‘제19차 GTI(광역두만강 개발계획) 총회’에 참석하여 ‘동북아 상의연합체(NEABA)’ 결

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동북아 상의연합체는 GTI 회원국(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의 대표 경

제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민간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한국은 2020년도 GTI 의

장국으로서 GTI 연차총회 및 동북아 상의연합회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자 및 장소 : 8. 21(수) ~ 8. 22(목), 중국 장춘, 길림성 호텔

• 참가자 : 회원국 상의 주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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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적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경영애로 조사 및 건의 6회 75건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 초청  행사 · 간담회  15회

베트남 최신 경제정보 세미나 · 설명회 7회

베트남  방성 투자조사단 파견 6회

지방상의 사절단 영접 12회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상담 97회

베트남 비즈니스 정보 뉴스레터 서비스 매주 1회

해외사무소 활동

대한상의 중국, 베트남 해외사무소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했다. 2019년 

중국, 베트남 정부와의 간담회 93회, 경제 현안 세미나 · 설명회 44회,  경영상담 222회 등을 진행

하고 현지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도 제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제주상의-베트남 상의 MOU 체결

중국 환경 산업안전 정책설명회

재무부와 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 대화

재중 한국 CSR 모범기업 시상 및 포럼

하이퐁 인민위원회 지도부와 간담회

▶ 북경사무소

▶ 베트남사무소

주요사업 실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과의 교류 간담회 13회

경제 현안 세미나 · 설명회 및 간담회 36회

사절단 파견 8회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13회

기업애로 경영상담 54건

지역 상공회 지원 사업 14회

경제법령 정보제공 85건

코참차이나 뉴스레터 서비스 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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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지역 투자환경 설명회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행 사 명 일자

신남방특위 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 1/28

아세안 진출 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2/15

2019 對美 경제 현안 및 주요州 투자환경 세미나 2/21

동북아 진출 기업의 상사분쟁 대응 방안과 조정 활용전략 2/22

유럽 주요국 ’19년 경제전망 및 투자환경 세미나  2/22

조지아 경제사절단 초청 투자협력 세미나 3/11

브라질 멕시코 新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및 협력 방안 세미나 3/14

유라시아-한반도 경제협력 포럼 3/26

중국 투자 관련 법제와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3/26

한불상의 공동 프랑코포니 경제 세미나 3/28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 전략 세미나 4/26

수출입 결제방식 트렌드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 5/16

베트남 빈푹성 투자환경 설명회 5/23

우즈벡 프로젝트 점검회의 5/24

한국은행 공동 글로벌 외환시장 및 주요국 투자환경 분석 세미나 5/29

북유럽 진출 전략 세미나 6/4

베트남 중부지역 투자환경 설명회 6/17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6/19

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 6/20

한-러 기업협의회 제3차 회의 6/24

ICC 공식 인코텀즈 신용장 핵심 집중교육 6/28

아세안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2019 對美 경제 현안 및 주요州 투자환경 세미나

한-러 기업협의회

수출입 결제방식 트렌드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

유럽 주요국 투자환경 세미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국가별 진출 전략을 제공하다

세미나/설명회

대한상의는 아시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주요 지역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통상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

나, 상담회 등을 총 38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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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일자

2019년 하반기 환율 전망 및 환위험관리 세미나 7/9

두바이 공항 프리존 투자환경 설명회 7/9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 활용방안 세미나 9/21

제2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 9/26

한-남아공 라운드테이블 10/1

베트남 하남성 투자유치 컨퍼런스 10/2

한-불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협력 세미나 10/28

한미 소재, 부품, 장비 국제협력 세미나 10/29

홍콩,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 10/30

미국상의 공동 디지털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 포럼 10/30

해외 공공조달 시장 기업진출 전략 설명회 · 상담회 11/6

주한 캐나다대사 초청 캐나다 투자환경 세미나 11/14

2020 글로벌 주요 산업 전망 및 신흥시장 투자환경 분석 세미나 11/27

한-독 표준 포럼 11/28

2020년 글로벌 경제 · 환율 전망 국제금융 세미나 12/3

한-러 기업협의회 제4차 회의 12/4

ICC 공식 인코텀즈 신용장 핵심 집중교육 12/12

캐나다 투자환경 세미나

한-불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협력 세미나

한-독 표준포럼

한미 소재, 부품, 장비 국제협력세미나

미국상의 공동 디지털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 포럼

홍콩,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

2020 글로벌 주요 산업전망 세미나

’19년 유럽 경제전망 및 투자환경 세미나

신흥시장 투자환경 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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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년 2018년 증감율

원산지

증명

일반 349,231 364,459 ▲4.2%

관세양허 9,606 17,074 ▲43.7%

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폴)

220,216

(82,984)

(38,517)

(82,208)

(16,478)

(29)

206,345 

(79,738)

(38,264)

(75,380)

(12,843)

(120)

6.7%

(4.1%)

(0.7%)

(8.3%)

(22.1%)

(▲313.8%)

ATA 까르네 2,277 2,244 1.5%

무역서류인증 63,740 70,302 ▲9.3%

서명등록 8,504 8,456 0.6%

합계 653,574 668,880 ▲2.3%

무역 인증서비스

2019년 무역 인증은 총 65만 건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부문별로 일반 원산지 증명 35

만 건,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 1만 건을 발급했다. FTA 원산지 증명 발급 건수는 총 22만 건으로 전

년대비 6.7% 증가했으며, 한-베트남(22.1%), 한-중 FTA(8.3%) 발급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했다. 

ATA 까르네는 발급 빈도가 높은 주요 고객사를 방문하여 까르네 증서 사용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3월과 10월에는 전국상의 무역 인증 부서장과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년에도 13

명의 관세사로 구성된 ‘FTA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활용, 원산지 검증 대응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설명회 

대한상의는 5월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제도화됨에 따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 및 관세청의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주요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에 관한 정보도 제공했다. 또한 9월에는 ATA까르네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까르네 활용 모범사례와 주요 협약국의 수입통관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전국상의 무역 인증 부서장 간담회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설명회

▶ 부문별 발급 및 인증 건수

무역 인증 및 FTA 활용 지원

무역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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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TA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ICC/WCF 원산지/까르네 분과회의

원산지 증명 협력사업 

11월 프랑스에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ICC/WCF 원산지 증명-까르네 회의에 참가했다. 원산지 

증명과 ATA 까르네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ICC/WCF 본부 및 주요국 상의와 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개도국 관세 공무원 대표단에게 대한상

의 무역 인증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 인증시스템 연수 내방 단체 

단 체 명 내방일 인원

 세계관세기구(WCO) 개도국 관세공무원 대표단 3/8 5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시찰단 내방 5/14 12

 베트남 FTA 담당 공무원 대한상의 연수 5/15 6

 세계관세기구(WCO) 개도국 관세공무원 대표단 6/21 6

 세계관세기구(WCO) 개도국 관세공무원 대표단 11/1 5

강 좌 명 교육시간 개최횟수 인원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1일 7시간 8 365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기본) 2일 14시간 2 70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심화) 3일 21시간 3 75

한-중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1일 6시간 5 162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 1일 6시간 6 215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실무 1일 6시간 8 315

원산지 관리사 교육 3일 22.5시간 2 60

선적서류 중심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1일 7시간 5 220

FTA 원산지 증명서 기초교육 1일 3시간 7 235

FTA 원산지 증명 양성교육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상의와 함께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실무 교육 등 9개 과정 46회를 개최하여 1,717명을 교육했다. 또한 

서울상의가 운영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 기초교육을 22회 개최하여 614명에게 교육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

▶ FTA 원산지 증명 전문인력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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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복지 · 인력 · 판로를 지원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대한상의는 중기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9월 16일 오픈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

폼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휴양 · 여행, 취미 ·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안정, 상품

몰 등 5개 분야 80여만 개의 복지상품을 시장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다. 총 4,600개사 61,000명

의 근로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SK앰앤서비스, CJ CGV, 하나투어, 교원, 아고다, 예다함 등 

총 20여개 업체들이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업체와 상품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goodcompany.korcham.net)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오픈

중소기업복지플랫폼 홈페이지

(welfare.korcham.net)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대한상의는 한국고용정보원, 사람인 등 4개 기관과 협력하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9개사를 

발표했다. 총 330만개 기업의 재무건전성, 매출, 순수익 증가율 등 정량평가와 근무환경, 기업문

화 등 재직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합산해서 선정했다. 청년취업 준비생이 선호하는 복지

와 급여, 승진 기회, 가능성 등 8개 테마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최우수기업 8개사에 인증서와 인증

패를 직접 수여하는 인증식을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취업 준비생,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일

하기 좋은 중소기업’ 웹사이트는 발표 1주간 방문자 수가 135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과 호

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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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내외 모바일 커머스 
진출 전략 컨퍼런스

글로벌 모바일
판로개척 실무교육

횟수 2회(5/22, 9/24) 10회(5월~11월)

연사 및 주요내용

강태은 네이버 쇼핑 이사  

박은호 카카오커머스 본부장

김진수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박춘화 꾸까(KUKKA) 대표

김한균 코스토리 대표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실무

아마존 판매 실무

타오바오 판매 실무

글로벌셀러 수출입 회계

모바일마케팅컨텐츠 기획

참석자수 575명(457개사) 244개사

기업 방문의 날

대한상의는 우수한 중소기업 기업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

결을 위한 ‘기업 방문의 날’을 시행했다. 전국 15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새로

운 산학 모델로 ‘취업연계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기업 방문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기업

문화와 근무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인사담당자와 직무 상담도 가졌다. 2019년 총 793명의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전국 39개 기업들을 방문했다. 기업 방문의 날 기업 현장 방문

기업 방문의 날 홈페이지

(opencompany.korcham.net)

중소기업 모바일 판로지원

대한상의는 모바일 쇼핑 시장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와 실

무교육을 지원했다. 모바일 쇼핑 트렌드 및 주요 플랫폼 진출 전략 소개와 네이버, 타오바오 등으

로 부터 국내외 판매 ·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한 모바일 최적화 상품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입점을 지원했다. 

국내외 모바일 커머스 진출 전략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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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포털 - 올댓비즈

대한상의는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올댓비즈’를 2016년부터 운영하

고 있다. 2019년 8,000여 건의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했으며 매달 1만여 명의 방문자들이 

올댓비즈 콘텐츠를 활용했다. ‘올댓비즈’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인력, R&D, 판로 등 지원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 경

영과 관련된 다양한 판결, 판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 브리프 & 인포 

대한상의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이슈에 대해 작성한 브리프를 총 26회 

제작 · 배포했다. 또한 국내외 경제 현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한상의 인포를 SNS를 통해 총 

98회 배포했다. 이를 통해 회원기업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능동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심도있는 경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회원사와 소통을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코참넷

대한상의는 코참넷(홈페이지)을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 행사 · 교육 자료 등을 서비스했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조사 ·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정부의 경제정책, 주요 경제지표도 제공

했다. 금년 한해 175만 명의 회원이 코참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이용했으며, 42만 명에게 

최신 경제 · 정책 정보와 상공회의소 행사 · 교육 정보를 뉴스레터로 제공했다.

대한상의 브리프 제85호

대한상의 홈페이지

(www.korcham.net)

올댓비즈 홈페이지

(www.allthatbiz.korcham.net)

▶ 연도별 코참넷 이용자 현황
(단위:명)

1,600,000

1,200,000

1,800,000

1,400,0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729,161 1,745,503

1,606,808

1,643,949 1,643,949
1,704,790

경영정보 · 경영상담 · 컨설팅 

기업들에게 필요한 최신 경영정보, 경영상담 · 컨설팅을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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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경영상담 상담신청

제1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정부 지원사업 활용 컨설팅 안내

정부 지원제도 활용 컨설팅

분야 인사노무 세무회계 창업경영 법률법무 무역관세 특허 계

상담건수 4,963 4,392 2,359 2,122 1,124 457 15,417

비율(%) 33 28 15 14 7 3 100

코참경영상담 · 코참경영 프리미엄 상담

대한상의는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관련 애로사항을 자문해 주는 ‘코참

경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 노무, 세무, 관세, 특허 등 5개 분야의 전

문가가 1:1 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전문가와 기업을 매칭하여 경영실무를 자문하는 코참경영 프

리미엄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제1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11월 18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다’라는 주제로 경영콘서트를 개최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서울대 안덕근 교수와 아산정책 연구원 최강 부원장을 초빙하여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와 한반도 정세 변화, 美·中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50여명

정부 지원제도 활용 컨설팅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1 컨설팅을 지원했다. R&D, 판로개척, 수출 등 정부 지원 신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50개 기업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매칭 시켰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대면평가 자

료 작성 준비와 발표 리허설도 지원했다. 2019년 50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를 신

청하여 11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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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혁신과 스마트化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한상의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대기업 · 공기업과 함께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협약을 

맺고 중견 ·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에 나섰다. 중견 · 중소기업이 거래관계가 있는 대

기업과 협력하여 자사에 필요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총사업비의 30%(최대 5천만

원, '19년 기준)를 지원해 준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는 스마트공장을 신규로 구축하려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제도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선정했다. 2019년 418개 기업에 대해 스

마트 공장 수준 확인을 심사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개선에 기여했다.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중기부의 경쟁 제품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제품 서비스 R&D 서면평가 

면제,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식

산업혁신운동 생산혁신교육 · 운영위원회

스마트 마이스터 발대식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제도 홍보

산업혁신운동

산업부와 5년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산업혁신 운동은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하면서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 2단계 사업의 첫해인 2019년에는 34개 대 · 중견 · 공공기관이 

출연한 119억 원을 투입하여 478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했으며, CEO 및 임직원 대상 생

산혁신교육, 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혁신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대한상의는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스마트 공장 전 과정을 

지도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200명의 스마트 마이스터를 선발하여 200

개 기업에 파견하여 제조 노하우를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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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과정

창조혁신 CEO아카데미  수료식

올댓비즈 스쿨 그룹별 멘토링

최고경영자 과정

대한상의는 동아일보사와 함께 3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4개월간 ‘창조혁신 CEO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경영전략, 리더십, 인문예술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하여 CEO들의 역

량 향상을 지원했다. 금번 교육에는 CEO 27명이 참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경영 

역량과 산업 트렌드 감각을 키웠다.  

올댓비즈 스쿨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 지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댓비즈 스쿨’을 총 3회 개최했다. 창업자, 소상공인 등 7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후

에는 그룹별 멘토링을 진행하여 합격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했다.

품질혁신 교육

중소기업의 품질의식 개선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품질혁신 전략 교육’을 6회 실시했다. 또한 중소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심사원 과정과 서비스 품질 과정을 실시하여 총 27명 교육했다. 아

울러 기업의 최적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 양성 과정도 

진행했다. 

CEO 및 실무자의 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다

교육 · 연수 

과정명 교육주제 횟수 인원

품질혁신 전략 교육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변화의식 등 6 20

인증심사원 과정 ISO 9001:2015 심사원 과정 등 6 10

서비스 품질 과정 CCM세미나와 CS교육 등 17 17

EQ인증 심사원 과정 EQ인증 심사원 과정 등 1 5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 과정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심사 등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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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서울특별시 25개 상공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다

중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 및 애로 해소

서울지역 25개 구상공회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과

정과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국내외 경제동향, 인문학, 4차 산업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커리큘

럼과 인사/노무, 세무/회계, 유통/마케팅 등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직무 교육도 개설했다. 또한 중소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25개 상공회에 상주한 전문가와 경영

애로 해소위원회를 통해 지원했다. 

중소상공인 경영 지원

중소상공인들이 잘못된 계약 체결로 입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무료 검토 서비스’를 진행

했다.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중소상공인들이 법적 분쟁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노무 컨설팅 및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을 통해 근로자 민원 제기 

등의 노무관련 위험을 사전에 해방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중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상공인의 판매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복나눔 판매전’을 20회 개최했다. 25개 자치구

와 공동으로 판매전을 개최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

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베트남에 2회 파견하여 비즈니스 상담회,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성동구상공회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

강남구상공회 경영애로 해소위원회

계약서 검토 서비스

한국-베트남 거래 상담회

▶교육 및 상담 실적

구분 개최 횟수 참석 인원

인문학 교육 등 CEO과정 290 11,576

세무/인사 등 실무교육 956 36,964

경영애로 해소 건수 148 -

구분 건수 서비스 분야

계약서 검토서비스 40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계약 등

근로계약서 작성 · 체결 지원 403 업종별 특성에 맞춰 계약서 작성

구분 참여업체수 매출액 · 상담액

행복나눔 판매전 505 455,012천원

해외시장 개척단 38 1,83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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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상공회 청소년 경제교실

2019년 중소상공인 로고제작중소상공인 로고제작 전달식

지역사회 공헌 봉사

대한상의 중부소방서 방문

중소상공인  로고 제작 지원 

서울지역 25개 상공회에서는 기업 정신과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담은 로고 제작을 지원했다.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로고를 제작 · 전달하여 브랜드 

인식개선과 마케팅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 구로 넥타이 마라톤 대회

지역 사회와 유대강화 및 사회 공헌 활동

[청소년 경제교실]

서울지역 25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래 잠재적 기업가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경제교실’을 운영

했다. 올바른 경제관과 기업관 함양을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

해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세무 등 창업경영을 위한 ‘중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역 경제활성화 행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주민과 상공인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구로 넥타이 마라톤대회’

를 개최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의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

여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한상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쪽방

촌 도시락 봉사활동 등 소외 계층에 대한 후원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

민과 상공인 간 유대강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했다.



회원기업 경영지원

PAGE  56

제4회 GS1 Korea 헬스케어 컨퍼런스

온라인 쇼핑 해외진출 컨퍼런스

바코드 실무 활용 안내

GS1 말레이시아 대한상의 방문

국제표준 상품코드 보급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국제표준 바코드를 다양한 업종에 보급하여 활용 기업이 37,624개

사로 확대됐다. 2019년에는 바코드 활용 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활용 교육을 27회 실시했으며, 

유통표준코드 통합 관리 시스템인 ‘코리안넷’을 통해 바코드 및 상품정보 관리 서비스도 제공했다.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 보급

의료기기, 온라인 및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표준 보급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업체 대상 사

업 설명회와 정부 관계자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업계에 표준을 확

산시켰다. 또한 국내 표준화 모범사례를 대외에 적극 홍보하여 GS1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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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0,000

-
2015 2016

28,372

▶ 연도별 바코드 이용기업 현황                                                              ▶ 업종별 이용기업 현황

(단위 : 개) (단위 : 개)

업종 회원수

가공식품 14,540

일상용품/화장품 11,035

디지털/인테리어 2,966

신선식품 2,418

교육/문화용품 2,288

의류/패션잡화 2,195

의약품/의료기기 1,756

기타 426

합계 37,624
2017 2018 2019

30,585 32,586 

35,030
37,624

국제표준 바코드 보급 

국제표준 바코드를 보급·확산하고 유통물류산업 선진화를 지원하다

산업 구분 주요 활동

의료기기

• 식약처 합동 의료기기 UDI 정책설명회(4회)

• 민관 의료기기 UDI 전문가 협의체 참여(연중)

• 국가 의약품 이력 추적시스템 관리자 대상 GS1 표준 교육(2회)

• 의료기기 GS1 표준 가이드라인 발간(10월) 및 설명회(5회)

• 제4회 GS1 Korea 헬스케어 컨퍼런스(12월)

온라인
• 아마존 공동  온라인 쇼핑 해외 진출 컨퍼런스 개최(9월)

• 아마존 입점사 대상 GS1 표준 활용 및 입점 프로세스 교육(연간 4회) 

스마트시티
• 국토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GS1 표준 활용 지원 간담회(5회)

• 한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표(2회, GS1 글로벌/아태지역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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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 · 유통상품 지식뱅크 서비스

PDS 유통시장 분석서비스

관계부처 및 운영유통사 정기간담회

            대국민 홍보 동영상 

표준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유통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코리안넷’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261만 건의 상품 정보를 추가하여 총 1,753만 건의 상품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 요

구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유통 상품 지식뱅크’ 를 구축 · 운영 중에 있다.

PDS 유통시장 분석서비스

유통 매장의 매출 정보를 분석하여 제조사의 마케팅 전략과 유통 매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통시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9년 총 2,046개 매장에서 매출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제

조사와 마케팅 조사업체, 유통 IT기업 등에게 제공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서비스

대한상의는 산업부 · 식약처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사

에 전달하여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173,708개 매장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 총 1,211개 위해

상품을 차단했다. 또한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 ·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

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안넷 상품정보 연도별 등록 현황
(단위 :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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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962

1,248

1,492

1,753

504

283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통보수 54 420 475 638 648 754 823 2,858 1,258 1,210 1,211 10,349

운영매장수 8,744 4,856 15,168 11,931 2,403 11,851 11,299 11,584 14,212 29,424 52,236 173,708

구 분 분석 정보

기본 분석
상품군별 판매 베스트 상품, 월별 인기 신상품

상품별 가격동향, 매장 규모별 상품구색 리스트

빅데이터 분석
시즌/이벤트별 추천상품, 기온/날씨별 추천상품

상품라이프사이클 분석, 추천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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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기계 자동화 정보기술 전기 자동차 기타*

부산 474 222 232 - - - 20

인천 595 147 126 - 170 - 152

광주 366 133 115 68 50 - -

경기 694 115 152 125 134 105 63

강원 215 41 - - 59 25 90

충북 180 64 36 38 42 - -

충남 473 75 133 99 143 - 23

전북 145 46 23 - 39 - 37

서울 471 23 30 210 60 - 148

계 3,613 866 847 540 697 130 533

구분
훈련실적

입학 수료

양성훈련

1년 미만 과정 2,160 1,932

1년 과정 1,453 1,294

계 3,613 3,226

능력개발

훈련

(8h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1,742 10,990

재직자훈련 등 25,405 24,833

계 37,147 35,823

기업지원훈련 일학습병행제
273사

(참여기업)

1,181

(참여인원)

산업인력 양성 · 공급

산업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다

직업교육훈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전국 9개 개발원을 통해 구직자 양성훈련 3,613명, 재직자 능력개발훈련 

37,147명을 훈련했다. 기계, 자동화 등 국가 기간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기간 · 전

략산업직종훈련’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훈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양성훈련’ 3,226명을 배출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산업계 주도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 9월에 개최한 ‘2019년도 NCS 우수직

업교육훈련 경진대회’에서 경기인력개발원이 금상을 수상했다.

충남개발원 3D프린팅 실습

경기개발원 자동화제어 실습

NCS기반 우수직업훈련과정 금상 수상

▶ 직업교육 훈련실적

▶ 분야별 양성훈련 실적

*기타 : 건축, 가구, 전자, 이미용 등

[단위 : 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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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가 지원내용 인원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 훈련센터 전문가 파견 4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 전문가 파견 8

방글라데시
랴즈샤히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전문가 파견 8

라즈샤히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현지연수(1~2차) 180

라오스
한라직업기술개발원 역량 강화 전문가 파견 3

한라직업기술개발원 역량 강화 초청연수 10

다국가 연수 아프리카 지역 다국가 3차 초청연수 17

국별연수 우간다 직업훈련 역량 강화 2차 초청연수 15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LG Hope Village Project 전문가 파견 3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대한상의는 고용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실시하

여 1,487명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추진했다.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지원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훈련시설 건립, 전문가 파견, 훈련원 운영자문 등 직업훈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국가 직업훈련 교사와 관계자 42명에 

대해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하고, 방글라데시 라즈샤히 직업훈련교사 180명에 대해 현지 연수를 실

시했다.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아프리카 지역 직업훈련 관리자  및 실무자 연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전문가 파견

▶ 기업 인력지원 실적

▶ 취업박람회 실적

▶ 국가별 훈련지원 실적

(단위 : 명)

(단위 : 회, 개, 명)

(단위 : 명)

구분 계획인원 취업인원 목표달성률

청년내일채움공제 1,000 1,020 102.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400 467 116.8%

합계 1,400 1,487 106.2%

구분 실시횟수 참여기업 참여인원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1 111 2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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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평가 종목 · 수험인원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7개, 국가자격 1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10개 등 총 34개 자격

평가시험에 2019년 132만명이 접수했다. 수험 인원이 전년대비 18.7% 증가했으며, 이 중 컴퓨

터활용능력 등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119만 명으로 전체 수험 인원의 91%를 차지했다. 

▶ 자격평가종목 현황

▶ 교육과정

구분 자격명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전산회계운용사1, 2, 3급

한글속기1, 2, 3급, 비서 1, 2, 3급,  전자상거래관리사1,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국가자격 유통관리사 1, 2, 3급

공인민간자격
FLEX(외국어능력시험: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듣기/읽기 

상공회의소 한자1, 2, 3급, 무역영어1, 2, 3급, IT PLUS Level 1~5

등록민간자격
FLEX(외국어능력시험: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쓰기/말하기 

상공회의소 한자4~9급, 컴퓨팅사고능력1, 2, 3급

구분 내용 시간 대상

채용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채용 설계, 선발방법론 등 3H 채용담당자

HR Analytics 교육 HR 선발분야의 동계 활용 등 3H 채용담당자

면접관 전문성 강화 교육 면접 이론 및 스킬 3H 면접관(팀장, 임원)

면접 실습 교육 면접 실습 3H 면접관(팀장, 임원)

Wise HR 세미나 최신 채용 트렌드 세미나 3H 채용담당자

제6회 전국NCS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시상식

컴퓨팅사고능력 자격증 설명회

자격활용 우수사례 수기공모 시상식

채용토털 솔루션 와이스셀렉션 채용교육

자격 활용사례 전파

대한상의는 취업 ·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시험 활용사례 수기 공모

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311개 수기가 접수되어 15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입상작은 

책으로 제작하여 취업,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우수인재 채용 교육 · 채용 솔루션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토털 솔루션과 채용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채용 솔루션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여 167개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채용 전

문가 교육과정을 8회 운영하여 125명의 채용담당자에게 채용설계, 선발방법론, 면접스킬, 면접

실습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자격평가 · 인재 채용 지원

기업의 우수인재 공급을 위해 자격평가 시행과 채용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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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내용

수요 조사 · 발간

•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48개 직종 2,500개 기업

• 서울지역 인력 및 양성 수요공급 조사 보고서

• 서울지역 산업 및 고용 동향 자료집 

• 서울지역 HRD 포커스, 서울지역 산업 특화도 발간

인력양성
• 5개 공동훈련센터 운영

• 채용예정자 200여명, 재직자 3,000여명 훈련 실시

지역 혁신 프로젝트 • 4차 산업, IT/SW 등 2개 산업 고용 창출 프로젝트 발굴

분야 사업내용

인력 현황 분석 경영 · 회계 · 사무분야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분석

전략분야 발굴 디지털사회 진입에 대비한 경영·회계·사무 미래역량 도출

노사파트너십 대한민국 노사파트너십 진단 및 모범사례 발굴

일학습 병행 기업 현장교사 내외부 평가 역량 도출 및 가이드북 제작, OJT운영 모범예시 개발

교재 개발 ‘경영사무분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와 의사소통’

NCS 개선 사무행정, 비상기획, 자산관리 등 6개 NCS 세분류 개선

지역·산업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다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운영

경영 · 회계 · 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영 · 회계 · 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9년 산업인력 현황 분석 및 전략분야 발굴조사, 노

사파트너십 진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역량을 도출했다. 또한 기업 현장 교사의 내 · 외부 평가 역량을 도출하고 가이드

북 제작, NCS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영 · 회계 · 사무 분야 운영위원회

경영 · 회계 · 사무 분야 발간 보고서

서울지역 일자리정책 포럼

서울지역 인력 · 훈련 수요공급 조사 보고서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5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3,000여 명 대상으로 훈련을 실

시하고 서울 소재 48개 직종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인력 및 훈련 수요를 파악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4차 산업, IT/SW 산업 분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서울지역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일자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업실적

▶ 사업실적

자격평가 · 인재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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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상기업

대상 CJ프레시웨이

최우수상 상하농원, 하이트진로음료

우수상 신세계푸드, 아름답게 그린배, 완주봉상생강조합

장려상 제주마미, 쿱양곡, 팜스킨-청원자연랜드, HDC신라면세점

부문 주요 성과

상생 협력

발굴 · 확산 

• 설 · 추석 명절 우리 농산물 구매 활성화 캠페인 

• 상생 협력 경진대회 

• 우수사례집 발간

농업 경쟁력 지원
• 농식품 상생경영 자문 419개사 2,008회(누적)  

• 판로개척, 마케팅 역량,  생산 관리 매뉴얼화  등 경쟁력 제고 

민간주도 

상생 협력

• 상생기업 소통 협의체 「Agro-Biz 발전포럼」 운영(31개사 참여)

• 사전계약거래, 국산 농산물 구매 시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건의

대한상의-농식품부 공동 추석명절 캠페인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2019 농식품 상생 협력 우수사례집

상생자문단 워크숍  Agro-Biz 발전포럼 실무회의

농식품업계의 경쟁력강화 지원

‘농식품 상생 협력 추진본부’는 2014년 출범한 이래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우리 농산물 구매 활

성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기업 간 상생 협력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네이버 

및 농진청과 협업하여 중소 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했고, ‘농식품 상생 자문단’을 

통해 경영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계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고취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대한상의는 11월 14일 ‘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

서는 CJ프레시웨이, 상하농원, 하이트진로음료 등 10개 기업이 농식품부 장관상, 대한상의 회장

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과 식품기업과 농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

했다. 

▶ 2019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기업 

농업계와 상생 협력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농식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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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대한상의는 9월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국상의 회장단은 

악화되는 대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냈다. 또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한일문제 등 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에 대한 초청강연을 듣

고 부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수녀회를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상의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 총회 대한상의 송년의 밤

2019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대한 · 서울상공회의소 운영 

대한 · 서울상의는 상공회의소 운영을 위한 상임의원회와 정기의원 총회, 송년의 밤 행사를 총 5

회 개최했다. 정기의원 총회는 2018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안)에 대해 의결했으며,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 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과 (사)지속가능경영원 인수(안)에 대해 심의 

· 의결했다.

일자 행사명

2/27 서울상의 정기의원 총회

2/28 대한상의 정기의원 총회

11/28 대한상의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 총회

11/28 대한상의 송년의 밤

12/3 서울상의 상임의원회 겸 임시의원 총회

전국상의 회장단이 함께 모여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상의 운영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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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

경상북도

울산

대구
전라북도

인천

광주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인천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광주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서산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안성상공회의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부천상공회의소•

성남상공회의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평택상공회의소•

이천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군포상공회의소•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시흥상공회의소•

광명상공회의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포천상공회의소•

오산상공회의소•

의왕상공회의소•

파주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통영상공회의소

•사천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

•김해상공회의소

•밀양상공회의소

•함안상공회의소

•거제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춘천상공회의소

•강릉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삼척상공회의소

•속초상공회의소

•동해상공회의소

•태백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진천상공회의소

•제천단양상공회의소

•김천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경주상공회의소

•영주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경산상공회의소

•영천상공회의소

•칠곡상공회의소

•상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세종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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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지원실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SGI
(지속성장이니셔티브)

규제개선추진단

홍보실감사실

자격평가기획팀

자격평가운영팀

기업인재평가사업팀

자격평가사업단

회원본부

회원CEO팀

회원복지팀

회원협력팀

원산지 증명센터

기획팀

대외협력팀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

IT지원팀

경영기획본부

상공회운영총괄팀

상공회운영사업단

경제조사본부

경제정책팀

기업정책팀

혁신성장 옴브즈만 지원단

전무이사 전무이사

아주협력팀

미주협력팀

구주협력팀

글로벌경협전략팀

북경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서울용산국제학교 T/F팀

국제본부

산업조사본부

산업정책팀

고용노동정책팀

기업문화팀

지속가능경영센터

중소기업제조혁신팀

농식품산업협력 T/F팀

사업재편지원 T/F팀

인적자원개발지원팀

공공사업본부인력개발사업단

능력개발실

HR사업실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유통물류혁신팀

국제표준팀

표준보급팀

회 장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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