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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상세내용 및 연락처 안내 '회비 그 이상의 가치'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가치(혜택)

담당부서
전화번호

(043)기준 가치
(할인 또는 무료)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지원 

대정부 건의 및
각종조사

ㆍ지역경제 현안과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 
    분석해 관계기관에 건의 및 경제정책 참여

(회원전용)

∞

조사진흥부

229-2742

ㆍ기업의 업종별 동향 및 전망, 경제이슈 등을 
    조사해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기업규제현안 설명회 ㆍ기업관련 신규입법 및 현안 설명회/간담회/세미나 ∞

경영종합상담실 운영
ㆍ인사/노무, 생산/품질, 세무/회계, 상사/법률,
    무역/관세 등 해당 전문가의 컨설팅

(회원무료)
10만원 X 6회

60만원

교육․ 연수 및

 인력개발

지원

비즈니스 실무교육
ㆍ기업 직무능력 향상 실무교육 개최 
    (연간 유ㆍ무료 교육 약 20회 이상 실시)

(회원무료)
3만원 X 10회

30만원

229-2741

찾아가는 기업교육 ㆍ회원업체 무료방문교육 (1사당 연간 2회)
(회원무료)

50만원 X 2회
100만원

최고경영자 과정

ㆍCEO아카데미 (연2회, 10주 과정) (회원할인) ∞ 회원사업부 229-2721

ㆍ특허경영아카데미 (연1회, 8주 과정) 5만원 X 8주 40만원 충북지식재산센터 229-2731

ㆍ 차세대 CEO과정 (연1회, 10주 과정) 5만원 X 10주 50만원

조사진흥부

229-2741
온라인 교육(e-학당)

ㆍ중소기업 맞춤형 온라인 직무교육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 

(회원할인)
2만원 X 50인 기준

100만원

직무종합능력검사
(K-TEST)

ㆍ신입사원 채용 시 또는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직무능력 검사 시행

(회원할인)
3만원 X 50인 기준

150만원 229-2743

기업경영

지원

무역관계 증명발급

ㆍ무역인증 : 회원 무료발급
    ※ 비회원 : 1건 7,000원(일반C/O 및 무역증명)
ㆍ서명등록 : 회원 무료발급
    ※ 비회원 : 1년 55,000원

(회원무료)
ㆍ7천원 X 50건 기준
ㆍ5.5만원 X 1건

40.5만원 회원사업부 229-2726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 및 인증

ㆍ제조업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 교육, 
    중소기업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등

(회원중심) ∞

조사진흥부
229-2741

각종 포상 추천
ㆍ각종 포상추천, 상공의 날 대정부 포상 추천, 
    충북중소기업대상 추천 등

(회원전용) ∞

유통표준바코드 교육 ㆍEAN코드체계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 229-274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ㆍ우수인재 채용 및 인건비 부담 완화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2년간 300만원 300만원

회원사업부

229-2724

기업혁신 및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ㆍ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ㆍ컨설팅 : 500만원/1사
ㆍ역량강화 : 200만원/1사

700만원 22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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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가치(혜택)

담당부서
전화번호

(043)기준 가치
(할인 또는 무료)

비즈니스

정보화 지원

올댓비즈 운영
ㆍ정부지원제도 검색 및 컨설팅 지원, 경제ㆍ경영 
    리포트 자료 제공(allthatbiz.korcham.net)

(회원전용) ∞

조사진흥부

229-2741

브리프&인포 서비스
ㆍ국내외 정치․ 경제 현안을 일, 주 단위로 SNS 및 
    이메일로 제공

(회원전용) ∞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

ㆍ전자세금계산서 무료 발급 시스템 제공
    (korchambill.net)

(회원무료)
550원 X 100건 기준

5.5만원

홈페이지 무료제작
ㆍ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유지보수 지원 (web.korchambiz.net)

(회원무료)
보급 일반형

66만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ㆍ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범용, 원산지
    증명용 인증서 발급

- - 229-2744

휴먼

네트워크

지원

신년인사회
ㆍ지역 각계 리더들과 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신년 교류의 장

(회원중심) ∞ 229-2741

충북지식경영포럼
ㆍ충북 최대의 CEO학습공동체로서 수준 높은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 개최(연 6회)

(회원무료)
10만원 X 6회

60만원 회원사업부 229-2721

회원사 연수 및 간담회
ㆍ다양한 업종의 기업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

(회원무료)
50만원 X 2회

100만원

회원사업부

229-2721

회원친선 운동 ㆍ회원사 교류를 위한 골프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 (회원전용) ∞

글로벌

마케팅 지원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

ㆍ해외경제사절단 방문 시 관련 회원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회원중심) ∞ 229-2722
ㆍ외국 자매결연 체결단체와의 유대강화 사업

ㆍ외국 경제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MOU체결 등)

ㆍ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경제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
ㆍ 각종 국제 무역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250만원 X 2회 500만원

229-2723

ㆍ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무역상담회 개최 100만원 X 2회 200만원

해외마케팅

ㆍ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

ㆍ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수출통관 지원 500만원 X 1회 500만원

ㆍ수출기업 해외홍보 및 광고게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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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가치(혜택)

담당부서
전화번호

(043)기준 가치
(할인 또는 무료)

충북지식재산

센터 운영

국내외 IP 컨설팅 ㆍ지식재산 컨설팅 수시 지원 - ∞

충북지식
재산센터

229-
2731~39

스마트 IP 케어
ㆍ단기간에 시급성을 요하는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1,000만원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ㆍ비영어권 국가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 - 4,000만원

특허&디자인 융합
ㆍR&D 관점에서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특허 
    및 디자인 개발

- 3,500만원

맞춤형 IP맵 ㆍR&D 방향설정 및 공백기술 발굴등 특허분석 - 1,000만원

글로벌 IP 경영진단 ㆍ기업의 지식재산경영수준을 진단 및 방향제시 -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ㆍ특허기술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 600만원

충북 전략산업 IP 고도화
ㆍ충북의 6+3 전략산업군 해당기업의 특허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사업 지원

- ∞

선택형 IP
ㆍ단기간에 시급성을 요하는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사업 지원

- 1,000만원

IP나래 지원 ㆍ창업 7년 이내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2,000만원

IP디딤돌 지원 ㆍ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창출 - 120만원

충북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FTA활용
교육/설명회/포럼

ㆍ수출업체 대상 FTA동향 및 활용대책 등 설명 - ∞

회원사업부
229-2722,

2726

찾아가는 FTA전문가 
컨설팅

ㆍFTA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
    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현장컨설팅 제공

30만원 X 5회 150만원

FTA활용 이동상담실
ㆍ원격지 소재 수출기업을 위해 FTA 전문상담을 
    적시에 받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10만원 X 5회 50만원

FTA체결국
해외시장조사

ㆍ수출 희망 품목의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맞춤형 
    시장조사 정보제공

50만원 X 2개국 100만원

FTA체결국
무역사절단 파견

ㆍ해외시장진출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확대 및 해외판로개척 지원

100만원 X 1회 100만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

ㆍ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
    결과서 발급 및 문제해결 컨설팅 제공

10만원 X 5건 50만원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ㆍ충북지역·산업 맞춤형인력 양성 및 향상교육 지원
    (기업 인력 채용 및 재직자역량 개발 지원)
ㆍ지역·산업별 인력수급조사 및 공동훈련센터선정

- ∞

충북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221-2781

일학습병행제 사업
ㆍ일학습병행제 참여희망 기업 발굴 및 지원
ㆍ특성화고 도제관련 참여희망 기업 발굴·지원

신규채용자 1명(기계)
12개월 훈련 경우

최대 
2,630만원

221-2782

NCS기업활용 컨설팅 ㆍNCS기반 교육 훈련, 채용, 자격 활용 등 기업 컨설팅 - 1,150만원

221-2791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ㆍ충북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 지원사업 수행
ㆍ지역 고용정책 수립, 일자리공시제 등

- ∞

충북 일자리 72포럼 ㆍ고용관련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 221-2792

약 300,000,000원 상당의 서비스가치 <연간 모든 서비스 1회 이상 참여 시>

6  |  한눈에 보는 청주상의 회원서비스 Cheongjucci.korcham.net  |  7

회원서비스 상세내용 및 연락처 안내

CHEONGJU CCI

CHEONGJU CCI



상공회의소 법령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

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활동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온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단체입니다.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역

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零稅率)이 적용 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5억원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 2억 5천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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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상공회의소 제휴할인 서비스

[당연회원]

[임의회원]

[특별회원]

가입절차 (임의ㆍ특별회원)

청주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1952. 12. 20 제정, 법률

제 274호)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반년(6개월) 매출액

25억원 이상인 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회원이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년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 회비 : 매출액 기준

반년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비(반년 기준) : 임의회원(250,000원), 준회원(100,000원)

상공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비(반년 기준) : 500,000원

법인ㆍ개인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대장, 사업자등록증

승인ㆍ알림

청주상공회의소

※ 상기 제휴서비스는 제휴사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소개 >  

    회원특화제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회원사업부 229-2721 / 조사진흥부 22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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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휴사 혜택 내용

시스템 경비

에스원

ㆍ세콤서비스 이용 시 월 서비스료의 250%상당의 할인혜택

     (최초 1회)

  * 영상 및 정보보안 서비스 포함

㈜시큐웨어

ㆍPC 1대/월 : 기본기능 3,000원 + 부가기능(택) 4,000원  

    ※ 서비스료의 30% 할인

ㆍ악성행위 차단 + 사내PC 통합관제(자료전송 이력, 매체

    제어, 메일/메신저 보안 등)

의료서비스 중앙대학교 병원
ㆍ입원 진료시 선택진료비 30% 할인, 기본종합건강진단 

    20% 할인,  치․과진료시 비급여진료비 10% 할인 등

국내 호텔
숙박

신라스테이
ㆍ객실 최대 40% 할인 

  * 서대문, 광화문, 마포, 역삼, 구로, 울산, 화성(동탄), 제주도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ㆍ객실 최대 50% 할인, 카페&라운지&바 최대 20% 할인

제조물
책임보험

(PL)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ㆍ단체보험 20%이상 할인, 중소기업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서울)

ㆍ보험분쟁조정, 법률자문 등 지원

통번역 코리아헤럴드 ㆍ번역료 20% 할인 ,  통역료 15% 할인

수출  해외
판로 개척 한국콤파스 ㆍ온라인 수출상품 홍보, 바이어 신용조사, 국제입찰 정보제공 등

국내기업 
연수

대명리조트
ㆍ국내 11개 리조트  및 호텔 최대 78% 할인, 세미나실 및

    레저시설 최대 45% 할인

종합금융
자산 컨설팅

신한은행

ㆍ글로벌 지원 Desk 서비스, 외국환수수료 최대 70% 환율

    우대 및 수수료 최대 50% 할인

  * 추천서 발급 : 02-6050-3880

신한카드 

 ㆍ코참-신한 글로벌 비즈니스 카드

  * 법인카드 해외사용 포인트 최대 7배 적립 우대(해외사용

     금액 최대 0.7% 적립), 해외출장지원, 국제선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이용(연간 2회)

삼성증권은퇴
경제연구소

ㆍCEO 종합자산컨설팅, 임직원 은퇴설계, 강사지원

신용 채권 
관리

나이스평가정보
(주)

ㆍ기업정보 조회 30~40% 할인, 기업평가 및 해외기업

    신용도 조사 30% 할인

나이스신용정보
(주)

ㆍ채권관리 20% 할인, 신용조사 50% 할인, 정보보안체계

    점검 및 교육서비스 40% 할인

지식경영
임직원 교육

SERI Pro

ㆍ연회비 20% 할인

  * 메일 3편, 아이디어 씨앗, 온라인+오프라인 스마트러닝,

     경제, 경영, 인문학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