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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
always with U
100년이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국민경제와 기업을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Tel. 1600-3388 Fax. 02-6050-3840
www.korcham.net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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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I

우리 기업의 동반자, 상공회의소입니다.

with U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경.

그러나 ‘힐러리’경은 이 위대한 인류의 정복에
대해서 항상 말합니다.
자신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셀파 ‘텐징 노르게이(Tenzing Norgay)’ 때문이었다고.

‘텐징’은 앞서서 루트를 구축했고,
자일을 설치했으며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 함께 설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기 위해

인류 최초의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
위대한 동반자 ‘텐징’처럼
상공회의소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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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진 힐러리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with U

KCCI 2010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1940,50년대 폐허와 절망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1960,70년대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각종 규제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80,9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회원기업에 꼭 필요한 경영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다시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KOREA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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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주인은 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도전과 변화,

상공회의소의 대표는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원들
의 투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임기 동안 기업을

그 한가운데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기업경영 관련 각종 상담, 경제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기업
정보화, 무역인증, 교육, 홍보, 인력개발에 이르기까지 기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경제, 기업,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단체입니다.

환경, 노사, 통상 등 주요 정책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

상공회의소는 71개 지역상의와 서울시 25개구 상공회로

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구성된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이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한 국내 유일의 글로벌 경제단
체입니다. 세계 19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비즈
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대표하여 공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상공회
의소의 모든 임직원은 기업의 대변자로서 기업의 입장
에서 기업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Benefit of
Business with U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의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원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의 더 큰 가치를 경험해 보십시오.
회원서비스 (일부 서비스만 표시)
구분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 차별화된 회원서비스,
다양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한 경쟁력을 플러스(+) 해드립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 전세계 상공회의소 및 한인상회
- 중국 북경, 베트남 사무소
- 경제협력 위원회
▶71개 지역 네트워크
▶위원회
▶휴먼 네트워크
- CEO간담회, 제주포럼
-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Korcham network

▶규제개혁 추진
▶정책건의

▶기업애로지원센터

▶윤리경영ㆍ기업사랑운동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

▶지속가능경영 확산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유통ㆍ물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Change environment

▶인적자원개발

▶비즈니스 조사ㆍ분석

▶병역특례지원

▶경제현안 정보제공

▶산업계 훈ㆍ포상

▶국제회의ㆍ세미나

▶교육ㆍ연수

▶최대 기업정보DB

greatest

C

hallenge

▶전자세금계산서 지원
▶무역ㆍ품질인증
▶경영실무자격
-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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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nformation

회원
발급

비회원
발급제외

무료

유료

약 40% 할인

할인제외

무료배포

미배포

초대권 배부
제공

미배부
제외

무료

유료

약 20% 할인

할인제외

약 17% 할인

할인제외

참여

제외

약 20% 할인

할인제외

약 30% 할인
약 25% 할인

할인제외
할인제외

무료

유료

약 50% 할인

할인제외

25% 할인

할인제외

최대 80% 할인

할인제외

약 15% 할인

할인제외

20% 할인

할인제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제외
제외
제외
제외

무료

제외

약 3% 할인
무료
30% 할인
최대 50% 할인
최대 70% 할인
약 10% 할인
15% 할인
참여

할인제외
제외
할인제외
할인제외
할인제외
할인제외
할인제외
제외

※ 서비스 정책에 따라 회원우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문의: 160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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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회원증명발급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발급
(수수료 : 1건 7,000원)
ATA 까르네 발급
(수수료 : 187,000원)
우수경영자료
KCCI 비즈니스 리뷰
회원서비스 월간 KCCI
신년음악회
창립기념품 제공
CEO 초청 간담회
(참가비 : 5만원)
휴먼
제주포럼
네트워크
(참가비 : 160만원/2인)
CEO 독서 아카데미
(교육비 : 약300만원)
서울대 E-MBA과정
CEO 과정
(교육비 : 2~3백만원)
직무별/계층별 교육
해외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e학당
교육
(일부 교육과정 제외)
RFID/EPC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6시그마 교육
(교육비 : 약40만원)
우수회원사 해외연수
해외 기업문화 탐방
해외연수
(참가비 : 7백만원)
싱글 ppm 해외산업시찰
(참가비 : 5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업 DB, 서식자료 다운로드
재무회계 경영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거래처 신용정보 조회
정보화
온라인 상품 홍보물 제작
(제작비 : 약 40만원)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 할인
경영상담
중소기업 경영자문
경제연구총서
경영자료
무역 및 중국관련 서적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자격검정
어학능력시험(FLEX)
회의실 사용
기타
상의운영(선거권/피선거권)

서울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서 반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저렴한 회비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회원 / 특별회원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가 입 절 차

법인·개인

상공회의소
승인·알림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원가입신청

www.korcham.net → 회원가입 클릭

연

회

비

반년 250,000원

문

의

처

회원관리팀 TEL 02-6050-3872~80 FAX 02-6050-3428

greatest Challenge with U

가입신청서류

Change environment with U

그러나 당연회원이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Korcham
network
Change
environment
greatest
Challenge
useful
Information

Korcham network with U

10만여 기업과 함께
상공회의소의 주인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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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seful Information with U

with U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 더욱 강화된 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공지원 회원콜센터 1600-3388

useful Information with U

14 greatest Challenge with U

10 · 11
Korcham network with U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 국의 상공회의소, 재외 한인상공
회의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과 범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당신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세워드릴 것입니다.

21C 비즈니스에서의 성공키워드는 ‘사람’과 ‘글로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외 권위 있는 인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커다란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orcham
network
with U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태평양 상공회의소연합회(CACCI) 등 국제 경제기구 참여와 전세계 상
공회의소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주요 대륙별 경제협력위원회를 바탕으로 국제간 교역투
자,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주요 인사간 교류촉진 등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조사팀 02-6050-3542~6 , 구미협력팀 02-6050-3553~6, 아주협력팀 02-6050-3559~62

중국·베트남 비즈니스 특별지원
중국 비즈니스 상담센터
투자자문, 상사법률, 조세·재무, 노사문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에서 회사설립 절차
대행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까지 중국진출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현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차이나 비즈니스 정보” 와 “일일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주협력팀 02-6050-3559~62

주중 한국상공회의소(중국한국상회)
중국정부 비준을 받은 중국내 47개 지역, 6,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핵심 경제단체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중 외국기업간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북경사무소 86-10-8453-9755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현지 우리기업 이익대변, 회원사의 베트남진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베트남사무소 84-4-3771-3719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
전국 71개 상공회의소가 각 시·군 상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경제를 이끄는 전국단위의
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조직을 가진 유일한 지역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협력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팀 02-6050-38 62~3

위원회를 통한 업종별·정책분야별 네트워크
관광위원회, 국제위원회, 금융위원회, 노사인력위원회, 물류위원회, 서울경제위원회, 유통위원회, 윤
리경영위원회, 조세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를 통해 제
반 경제문제를 심의하고 업종별·정책분야별 유대강화를 통해 상공업의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위원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탄탄한 휴먼네트워크 구축

위원회명

담당부서

CEO 간담회

조세위원회

02-6050-3894

연간 30회 이상 각 분야의 명사가 최신 정부시책과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EO의 역량강화는
물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명성 높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

02-6050-3894

노사·인력위원회

02-6050-3483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유통위원회

02-6050-1512

신년인사회

물류위원회

02-6050-1442

녹색성장·환경기후
위원회

02-6050-3815

중소기업위원회

02-6050-3462

매년 초 국내 주요 기업인은 물론 각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한해의 경제성장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하계 제주포럼
국내외 경제흐름을 조망하고 하반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럼으로 30년
역사가 뒷받침하듯 각계 인사들과 만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국제위원회

02-6050-3543

서울경제위원회

02-6050-3469

윤리경영위원회

02-6050-3455

관광산업위원회

02-6050-3472

중견기업위원회

02-605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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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개혁 상공회의소가 앞장섭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국상공회의소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적극적인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및 협회, 민간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점검1팀 02-6050-3372~5, 규제점검 2팀 02-6050-3384~6

건의·신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기업

정부
적극지원

전국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단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Change environment with U

Change
environment
with U

현장조사

공동협력

민간경제연구소

기업 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추진
기업 규제개혁과제 성과 점검 및 평가

윤리경영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 지속가능경영 확산
윤리경영 및 경제교육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윤리경영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순회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고 중
소기업 윤리경영 자가진단툴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
바로 알리기 차원을 넘어 기업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경제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팀 02-6050-3452~6

지속가능경영 확산 / 기후변화 대응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정책별ㆍ사안별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전략
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높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해외 정보 및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 02-6050-3801~6

유통·물류 선진화(www.gs1.org)

유통정책 본부

유통물류산업 주요 현안과 업계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

- 전략기획팀
- 유통서비스팀
- 물류혁신팀

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정보 DB(www.retaildb.or.kr) 운영, 각종 유통물류 정보지의 발간 및 배포,
주요 이슈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유
통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RFID 국제인증시험센터 운영, RFID 자격시험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
여 RFID 산업화를 선도합니다.
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00

유통물류산업
동향조사·건의

표준사업본부
- 국제표준팀
- 표준보급팀
- RFID사업팀

유통물류표준
보급·관리

14 · 15

믿음직한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http://helpbiz.korcham.net) 1600-1572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
한 성공지원 경영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업경영 전분야에 걸쳐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

창의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는 기업의 주요 자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과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콜센터 전화
1600-1572
(회원업체)

단순정보 제공
경영애로 상담
규제애로 신고

지원센터 자체해결
전문가 경영상담
규제개혁추진단

결과송부
처리결과 확인
(지원센터)

서울시 25개 구상공회 연락처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경영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상공회운영사업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상공회별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을 발
굴, 해결함은 물론 경영상담, 실무자교육, 기업정보 DB 이용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6~70, 25개 구상공회

기업경영의 멘토!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유통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자문기구입니다.

구상공회명

전화번호

강남구

02-563-0019

강동구

02-482-8440

강북구

02-980-7890

강서구

02-3663-2400

관악구

02-886-2541

광진구

02-453-7447

구로구

02-855-3095

금천구

02-864-1807

노원구

02-944-6660

도봉구

02-998-3958

동대문구

02-2248-7655

국내 대기업에서 다양한 지식과 오랜 실전경험을 쌓아 온 전·현직 CEO와 경영진들이 중소기업

동작구

02-822-3200

회원사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모든 자문서비스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마포구

02-375-1092

중소기업경영자문단 http://consulting.korcham.net / 02-6050-3151~6

서대문구

02-395-1591

서초구

02-2058-3041

경영전략

중장기전략, 경영진단, 사업계획 등

성동구

02-2293-2928

인사/노무

신인사, 조직관리, 노사관계, 인적자원 등

성북구

02-909-8195

판로개척, 고객관리, 판매대금, 수출시장 등

송파구

02-412-3427

원자재, 기계설비, 재고관리, 공장입지 등

양천구

02-2603-1414

영등포구

02-2676-4871

용산구

02-719-7812

은평구

02-355-2830

종로구

02-720-4751

중구

02-752-0604

중랑구

02-437-0501

마케팅/유통
생산/품질관리
재무/자금

운영자금, 금융비용, 세금 등

기술

R&D, 기술제휴, 기술개발 등

IT

정보화전략, 시스템 통합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지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천서 발급시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6~70, 25개 구상공회

greatest Challenge with U

greatest
Challenge
with U

이 직접 참여하는 본 서비스는 심도 있는 상담과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처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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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의 키워드 인적자원개발(www.korchamhrd.net)

교육훈련 과정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함은 물론 현장 중심형 기술인력의 육성과 보급을 위해 전국 권역별 8개의

정규과정
- 기계·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축·가구 분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이제 비즈니스에도 전문지식과 시대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교육생 선발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의 산업인력
을 배출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100% 취업은 물론 채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는 국내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입니다.
인력개발사업단 02-6050-3572~4

인력개발원
부산 051-610-3100

강원 033-430-9700

인천 032-810-6520~4

충북 043-730-0114

광주 062-941-6155~8

충남 041-852-1280

경기 031-940-6800~4

전북 063-472-2500~5

직무능력 향상과정
-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 실업자 재취직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e-러닝 훈련과정
- 직무일반, 경영일반, Business skill,
리더십, 정보기술, 외국어, 자격증 분야

필요합니다.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아카데미(KCCI Business Academy)는 알찬 교육내용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회원사 임직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할 전략수립이 필요한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게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을
제공합니다.
＊CEO 독서 아카데미, 지속성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창조혁신전략 비즈니스과정
교육연수팀 02-6050-3163~4

비즈니스 실무교육
직무별·직급별 교육과정 및 세무전문 교육원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
합니다.
교육연수팀 02-6050-3163~4

중소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 병영특례업체 지정

온라인 교육 e학당(seoul.ehakdang.com)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역특례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설계부터 수강까지 기업 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전국 71개의 지방상의를 통해서 약 2,500개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훈련센터입니다.

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인력개발사업단 02-6050-3901~3

기업문화 해외연수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기업 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5

기업의 역량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산업계 행사 개최
상공의 날 기념식
훈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5

2010 KCCI Business Academy

기업혁신대상

최고 경영자 과정

직무별 전문가 과정

직급별 소양교육 과정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 CEO 독서 아카데미

- 효과적인 마케팅전략과정

- 신입사원 인큐베이팅과정

하여 시상하는 기업혁신대상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지속성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 영업사원 성공 바이블과정

- 핵심관리자 리더십과정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5

- 창조혁신전략 비즈니스과정

- 필수 노무관리 실무과정
- CRM을 통한 고객가치창출과정

지속가능경영대상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활동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무 교육원

윤리경영팀 02-6050-3452

입문
한국유통대상

- 경리실무 기초과정(K-IFRS 기초포함)

내수시장을 창출하여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

- 소비성경비 지출증빙과정

하는 등 유통산업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공로가 있는 유통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유통혁신을

- 원천징수실무 해설과정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 수출입회계와 세무처리실무과정

유통서비스팀 02-6050-1491~4

- 국제조세 실무과정
- 연말정산 실무과정

싱글PPM상
국내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싱글PPM
품질수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산업계에 싱글PPM 품질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품질혁신팀 02-6050-3852~6

향상

심화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과정

- 세무전문가과정

- 법인세법 실무과정(초·중급 과정)

- 경리실무 종합과정

- 사례중심별 법인세법 고급과정
- 부가가치세 실무과정(초·중급과정)

무료

- 사례중심별 부가가치세법 고급과정

- 법인세중간예납 실무과정

- 계정과목별 회계세무처리과정

- 세무조사대책 실무과정

- 국제회계기준(K-IFRS) 실무해설과정

- 개정세법 해설과정

greatest Challenge with U

1964년이래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훈장, 산업포상, 정부표창, 경제단체장 표창 등 모범기업인에 대한

기업정보
18 · 19

비즈니스 조사 분석으 로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경제ㆍ경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2개 전문 위원회와 실무팀을 중심으로 원활한 기

거시경제팀 02-6050-3343~5,

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깊은 조사ㆍ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금융세제팀 02-6050-3892~4,

동향,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직결된 주요 현황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비즈니스 및 경제현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기업의 커다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콘텐츠를 통해
회원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useful
Information
with U

건의, 언론보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컨퍼런스를 통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자료를 개
발하여 배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조율
기업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
업종별 주요 10대정책 개선과제

기업정책팀 02-6050-3462~4,
지역경제팀 02-6050-3492~4,
산업정책팀 02-6050-3473~5,
노사인력팀 02-6050-3482~3

정책건의

대안마련
환경개선
기업참여

국회, 정부부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언론
언론보도

연구
분석

지식자료
조사

환경분석
기업여론조사
기업애로상담

기업배포

기업활동 장애요소 발굴

기업지원

원인분석, 영향력 평가

최신 경영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최신 정책 이슈별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정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최신 경영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 DB, 코참비즈(www. korchambiz.net)
33만개의 기업정보 및 170만개의 상품정보는 물론 비즈니스 서비스(BS) 정보, 재무정보, 거래정보,
채용정보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비즈니스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691

기업정보

상품/거래
▶일반상품거래, 경영투자거래, BS거
래, 해외거래, 일본무역정보 등 판매/
구매정보 서비스

기업분석

채용정보

▶외부감사법인의 분포현황 및 비율
정보를 제공하는 현황분석, 조건분석 제공

지식멘토
▶비즈니스 관련 16개 분류에 관한
지식에 대해 회원간 질문하고 답변하는
서비스 제공

▶직종별, 기업별, 근무형태별 채용정보
제공 뉴스정보

비즈니스서비스(BS)정보
▶물류, 창고, 디자인, 컨설팅, IT, 인재
파견 등 아웃소싱 관련 기업 및 서비
스 정보 제공

뉴스정보
▶기업뉴스, BS업종동향 등 다양한
뉴스정보 제공

useful Information with U

▶1000대 기업, 상장기업, 외감법인,
수출입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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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화를 위한 핵심지원업무 수행, 정보화사업 지원

품질인증(PPM)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발급

중소기업의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에 대한 이해와 품질인증 조기 획득, 체계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솔루션

통해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품질경영시스템 구축과

인 ‘코참빌(WWW.KORCHAMBILL.NET)을 개발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선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733

품질혁신팀 02-6050-3853~6

재무회계 경영정보 솔루션 ‘경영명인’ 제공

PL 공제(http://pl.korcham.net)

도소매, 유통 및 제조업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경영관리 시스템인 ‘경영명인’을 회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721~4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들이 동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PL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는 최고 30% 할인된 보험료 혜택은 물론 소송이나

자사 및 거래처 신용관리 서비스

클레임 발생시 개별 보험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의 기업신용평가 등급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기업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있습니다.

으로써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721~4

PL 콜센터 02-6050-3862~3

홈페이지 무료제작 및 기업용 웹메일 제공
회원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있으며 최대 1GB

경영실무 자격증(http://license.korcham.net)

대용량의 자사 도메인(예 : abc@mycompany.co.kr) 웹메일 서비스 및 2GB 용량의 웹하드를 제공

첨단 산업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문ㆍ기초 사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680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721~4

상품정보 온라인 홍보 서비스
국가기술자격

회사의 대표 상품 또는 서비스를 3D, 동영상, 플래시로 제작, 70만 페이지뷰의 코참비즈 메인페이지에
홍보함은 물론, 45만 회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로 전국 온라인 회원의 손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680

국가자격

유통산업 B2B 지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한글속기, 비서,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전기계측제어사, 프레

표준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정보를 코리안넷에 집대성하여 업계 누구나 상품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스금형제작사, FLEX(외국어능력시험), 상공회의소한자, 컴퓨터운용

함은 물론, 위해상품정보를 유통기업에 즉각 전달하여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

또한 바코드, RFID 등 유통물류 국제표준 활용과 관련하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가구설계지도사, 기계설계지도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자동
화설비제어사, 기계전자제어사, 치공구제작사, 공작기계절삭가공

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00

사, 산업전자기계제작사, CNC기계절삭가공사
상의자격

프레젠테이션, RFID 컨설턴트, RFID 관리사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필요요건, 상공회의소가 인증합니다.
검정관리팀 02-6717-3634~7 / 검정사업팀 02-6717-3722~7

회원증명(http://cert.korcham.net)
상공회의소 회원증명(Membership Certification)은 국제거래에 있어 기업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인증서입니다. 무역, 투자, 상용비자 발급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의 회

종합직무능력검사 K-TEST(http://license.korcham.net)

원사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원관리팀 02-6050-3875

회원사의 우수인재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회원서비스로서, 직장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 기초능력, 공통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직원채용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무역인증(http://cert.korcham.net)

무역인증

상공회의소 회원사라면 누구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인재선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종류

회원

비회원

일반원산지증명서(회원무료),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 ATA까르네, 일반무역증명

일반 원산지 증명서

무료

7,000원

서 등을 발급·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비스팀 02-6050-3326~27

EDI 원산지 증명서

무료

3,500원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1,500원

1,500원

FTA 원산지 증명서

무료

무료

무역인증 종합상담실(http://cert.korcham.net/)
FTA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FTA원산지 관련문의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FTA 전문
가로 구성된 상담역들이 FTA 무역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드립니다.

ATA 까르네
일반 무역관계증명

187,000원 110,000원
무료

수 있습니다.
공통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
▶수검자 성격, 가치, 태도, 흥미
▶직무성과 및 조직 적응력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현재 한자, 상식 2과목 검사실시
▶향후 종합적인 직무능력검사로 발전 예정

7,000원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절차 /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별 품목분류 / FTA원산지증명서 입증관련 원가회계
·해외세관 통관 애로사항 등 상담

기초능력검사 ▶언어이해 ▶자료해석

인증서비스팀 02-6050-3303
KCCI Assessement Center 02-6717-3623~4

▶상황판단 ▶공간지각
▶직무수행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능력 검사

useful Information with U

무역인증서류는 국제무역거래시 통관 및 네고에 필요한 필수서류로서, 현재 상의 인증서비스팀에서

22 · 23

회원서비스 분야별 연락처
서비스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명쾌한 경제전망과
실질적인 경영지원의 멘토!
우리 기업에게는 든든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담당팀

전화번호

총괄조정팀

02-6050-3362/64

산업부문별 규제점검 및 분석·개선
(제조/금융/유통·물류/관광/지식서비스 등)

규제점검1팀

02-6050-3372~5

규제점검2팀

02-6050-3384~6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6~70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회원관리팀

02-6050-3872~80

해외조사팀

02-6050-3542~6

구미협력팀
아주협력팀

02-6050-3553~6
02-6050-3559~62

제도부문별 규제점검 및 분석·개선
(세제/입지/창업/노동/환경/경제정책 등)
규제개혁 관련 제회의 및 행사 개최·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서 발급 지원
CEO간담회/신년인사회/상공의 날

휴먼 네트워크

하계 제주포럼/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기업문화 해외 연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 헌장
대한상공회의소 전 임직원은 회원의 성공비즈니스와 함께 하는 최고의 경제단체를 목표로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사업명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회원서비스

상의 회원만을 위한 회원 특전
(경영·경제 우수자료 무료송부, 창립기념일, 대표이사 취임·수상, 회원 경조사
축하기념품 증정 등)
무역거래 알선 및 상담, 국제통상 정보 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사절단 파견

▶우리는 회원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국가간 경제협력 및 동향자료 수집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한국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미래지향적 경제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초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전문분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능력 평가

주중(駐中)
한국상공회의소(중국한국상회)
중국 비즈니스 상담센터

북경사무소

86-10-8453-9755

베트남 진출 지원 서비스

베트남사무소

84-4-3771-3719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코리아외국인 학교재단

02-6050-3952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서울e학당
온라인교육(seoul.ehakdang.com)

인력개발사업단

02-6050-3901~3

비즈니스 실무교육

교육연수팀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163~4
02-6050-3466~70

종합직무능력검사 대행

검정기획팀

02-2102-3600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1600-1572

소상공인 상담 및 컨설팅

상공회운영사업단

02-6050-3466~70

품질혁신 상담 및 컨설팅

품질혁신팀

02-6050-3851~6

각 분야의 중소기업 경영자문

윤리경영팀

02-6050-3151~2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보급

인력개발사업단

02-6050-3591

병역특례업체 지정

회원서비스팀

02-6050-3422~6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680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코참빌 서비스)

정보화서비스팀

02-6050-3680

무역인증(C/O, ATA까르네 등)

인증서비스팀

02-6050-3303

회원증명(Membership Certificate)

회원관리팀

02-6050-3875

품질혁신(싱글 PPM)

품질혁신팀

02-6050-3853~6

기업애로 해소 지원(helpbiz.korcham.net)
창업, 세무, 노무, 법무, 금융 등 경영상담 및 컨설팅
상담 및 컨설팅

Korcham
network
Change
environment
greatest
Challenge
useful
Information

인력개발

기업정보 DB서비스(www.korchambiz.net)
비즈니스 정보화

상품·서비스 온라인 홍보 대행
기업용 웹메일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무역인증·회원증명
품질혁신·PL공제

윤리경영·지속가능 경영

제조물책임공제(PL)

PL콜센터

02-6050-3862~3

윤리경영 및 경제교육

윤리경영팀

02-6050-3452~6

지속가능경영 확산/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경영원

02-6050-3801~2

거시경제팀
금융세제팀
기업정책팀
지역경제팀
산업정책팀
노사인력팀

02-6050-3443~5
02-6050-3892~4
02-6050-3462~4
02-6050-3492~4
02-6050-3473~5
02-6050-3482~3

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00

비상계획실

02-6050-3635

경제정책, 경제동향
재정·금융, 세제
비즈니스 조사·분석

기업지배구조, 기업소송, 공정거래, 소비자정책, 중소기업정책
지역경제, 산업입지, 남북경협
산업경기, 업종동향, 산업정책, 특허, 자원·에너지
노사관계, 고용정책, 인적자원, 산학협력

대한·서울상의위원회

유통·물류
국제회의, 교육시설 임대

조세위원회, 금융위원호, 노사·인력위원회, 유통위원회, 물류위원회, 녹색성장·
환경기후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국제위원회, 서울경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유통·물류산업 동향 조사, 건의
표준 바코드 보급 및 관리
국제회의장(300名), 의원회의실(200名), 중회의실(50名), 소회의실(20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