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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회원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실효성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울산상공회의소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회원자격]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에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 종류 및 회원회비]

회원구분 당연회원 임의회원 특별회원

상공회의소법 법 제10조(회원)③ 법 제10조(회원)① 법 제10조(회원)②

광역시 소재
사업장

6개월
매출 50억원 이상

6개월
매출 50억원 미만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회원가입 법적의무가입 가입신청 가입신청

회비

ㆍ전년도 반기매출액 ×  
   10% × 부과율
ㆍ부과율 : 2.2/1000
ㆍ상ㆍ하반기 2회 부과

ㆍ반기 250,000원
ㆍ연간 500,000원
ㆍ상ㆍ하반기 2회
   부과

ㆍ반기   500,000원
ㆍ연간 1,000,000원
ㆍ상ㆍ하반기 2회
   부과

[회원가입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 가입신청 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회원대장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회원가입신청(양식 다운로드) : ulsan.korcham.net → 회원가입 클릭

 - 회비납부 후 신청서류 팩스전송 또는 방문신청(FAX. 052)711-1250)

 - 입금계좌 : 경남은행 / 540-35-0006376 / 예금주 : 울산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 문의 : 회원지원팀 Tel: 052)228-3051~2 FAX: 052)7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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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익대변 
현안대응

대정부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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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기준은 2017년 기준을 따랐으며, 
   회원서비스 대상 및 범위 등 우대기준은 
   회원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원구분>회원아이콘 서비스 가치>제공되는 서비스의 금전적인 가치

 

  

당연회원          임의회원

서비스 한줄요약

서비스 내용설명
서비스의 상세설명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ON/OFFLINE으로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100만원~

1,00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미납회원의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됩니다.

현안대응                              

  회원기업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계를 대표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응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전달 및 기업지원 요청
 - 경제정책 운용방향 건의, 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시장 안정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건의

 - 기업투자/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건의 

○ 주요 경제현안 관련 업계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건설업계 애로해소 

   ＊지방투자 세제감면 확대,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 국회 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매년 정기국회 시)등

○ 회원기업 입장 대변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0~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 회원사 현장방문 애로발굴

기업
환경 개선01

회원이익대변

기업규제개선

기업애로지원

지역 경제주체와의 협력전개

미래 산업발전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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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                              대정부 정책건의                   

  회원기업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계를 대표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응

          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전달 및 기업지원 요청
 - 경제정책 운용방향 건의, 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시장 안정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건의

 - 기업투자/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건의 

○ 주요 경제현안 관련 업계 대응 
 - 지역경제활성화 및 조선업 위기대응

  *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 노동현안 건의(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조선업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및 

    소재산업 토론회 개최

○ 회원기업 입장 대변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

○ 지역현안 입장 대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기업관련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 경제관련 법/제도 개선
 -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세제개선 100대 과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 건의 등)

 - 중소/중견기업 관련 제도정비 건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등)

 -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업계의견 건의(납품단가 연동제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개정 철회 요청 등)

○ 산업경쟁력 제고 및 FTA확대 
 - 정부의 신 성장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대안 제시

 -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및 육성대책 마련 건의

 - FTA국내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FTA추진에 대한 기업의견 전달

○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노동시장 제도 개선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타임오프 법정한도 합리적 수준 설정,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도입 등)

 - 파업장기화 방지를 위한 쟁의 행위제도 개선 건의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규정 신설 등)

 - 노동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견 건의

   (해고제도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  

○ 기업지원기관 유치활동
 - 서울산세무소 설치

 - 울산전시컨벤션 건립 적기추진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htt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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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건의

가. 건의현황

구분 합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률

2017년 55 19 33 3 34.5%

 [반영건의(총 19건)]                                                              (2017. 11월말 기준)

순 건의 내용 건의처 비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울산방문 간담회

반 영

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요청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재인 대선후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3 동북아오일허브 남항사업 조속 추진 문재인 대선후보

4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중소형 조선소 RG발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5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6 현대미포조선 장생포 공장부지 연장 사용 건
울산시, 남구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7 울산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문재인 대선후보

8 ㈜태영인더스트리 노사문제 해결 협조 요청 울산고용노동지청

9 플랜트업계에 대한 금융권 대출 및 보증제한 완화 요청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0 정부운용 선박의 교체 및 정부주도 조기발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울산방문 간담회

문재인 대선후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11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랙(지상배관망) 구축사업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울산방문 간담회

문재인 대선후보

12 노사관계개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울산방문 간담회

13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문재인 대선후보14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15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16 울산광역시 공작물 축조신고 조례 개정 건의 울산광역시

17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상징물 조성 건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

18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완화 규제개선 건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19 對이란 수출입대금 회수 불가 관련 건의
기재부, 산자부, 청와대,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규제개선추진단

 [검토중인 건의(총 33건)]

순 건의 내용 건의처 비고

23 지능형 미래자동차 연구기반 구축

문재인 대선후보

검토중

24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25 수소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26 한국 게놈산업기술센터 설치

27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 조성

28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29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설립

30 반구대암각화의 생태적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31 영남알프스 국제 산악관광 거점지구 조성

32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33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탄원서 서울고등법원

34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재개 요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35
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 관내 폐기물매립시설 
인프라 확충 건

울산시
(도시개발과, 자원순환과)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의 법령개정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37 원전해체연구기술센터 울산유치 촉구 건의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사무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울산광역시

38 이송취급소 펌프정지 및 긴급차단밸브폐쇄 규제개선 건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39 무림피앤피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협조 울산도시공사

40 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설립 건의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청와대민원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경남울산지방주류도매업협회

41 토지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 건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42 토지용도지역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건의

43 서울산세무서 설치 건의
부산지방국세청 간담회

44 가업승계 및 명의신탁 관련 과세 특례제도 개선 건의

45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정부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46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확대)

47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48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자국선사-자국조선사-자국기자재의 수직계열화 강화)

49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
(공공부문 선박 발주 물량의 중소조선사 수주 확대)

50 노동현안 건의(근로시간 단축)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51 노동현안 건의(통상임금 범위 관련)

52 노동현안 건의(최저임금 산입범위)

순 건의 내용 건의처 비고

20 지능형 미래자동차 하이테크밸리 조성
문재인 대선후보                        

검토중
21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 조성

22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울산방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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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각종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민원처리 창구 

            입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건의 및 진정활동을 하는 기업민원창구입니다.

○ 처리절차

     

○경영정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정보 제공 

    대한상의 콜센터 및 종합상황실(전문상담을 통한 신속한 애로 해결)

 - 종합상담실 방문 일정 및 상담분야(월~금, 오후 2:00~6:00)

월 화 수 목 금

법률 특허/상표
입지/공장설립

세무/회계
상사중재 인사 / 노무 법무

자금 / 금융

·일반법률

·특허절차
·지적재산권
·기술평가
·창업절차
·벤처등록
·사업계획
·경영자문
·경영진단
·마케팅

·세무처리

·회계관리

·세제

·상사중재

·해외정보

·수출입 절차

·인사관리

·노동법

·임금 / 산재

·기업법률

·국내외 소송

·국제법률

·정책자금

·지원제도

·금융정보

※ 기타 : 기타 경영상 애로 및 불편사항

  
- 콜센터 전화 상담 : 1600-1572 (월~금, 오전 9:00~오후 6:00)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전화문의
단순정보제공

경영애로상담

규제애로건의

지원센터자체해결

전문가경영상담

관련부처정책건의

결과송부

처리결과확인

(지원센터)

애로신고                   접수및 분류                   애로처리                    사후관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우리기업의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 설치배경
    -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공동으로 2013년 9월 12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

      - 규제개선추진단은 민간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현장밀착형 조직

○ 조직도

 

     

     

     

○ 규제개선 과제 상시 접수  

  ·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 : http://www.smartregulation.or.kr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8층

  ·전  화 : 02-6050-3366 / 팩스 : 02-6050-3350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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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발전 방안제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지역의 미래발전 전략방안마련을 위해 각종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특히 정부정책과 연계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제시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 주요사업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2017. 5. 19) 

   ·조선업 위기 점검 및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 조선산업 발전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울산 소재산업 육성방안 토론회(2017. 11. 14)

   ·지역소재산업의 진단과 대응,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육성방안 모색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추진 토론회(2017. 12. 2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필요성과 해결방안 모색

- 2018년도 주요 계획

   ·지역내 화학, 비철금속 산업과 연계한 소재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4차산업 혁명 대비 중소기업 성장전략 토론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지역 경제주체와의 협력전개          

  지역 주요 경제주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 공동사업 추진과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 울산상의와 협력기관, 기업 및 추진사업

 - 울산광역시, BNK경남은행, S-Oil : 울산경제포럼

 -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SK에너지 : 울산산업문화축제

 - 울산발전연구원 :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식재산확산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험지원

 - 한국은행울산본부,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 금융편의 제공

 - 부산ㆍ울산ㆍ창원상공회의소, 부산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동남권상생발전포럼

 - 부산ㆍ울산ㆍ창원상공회의소, 부산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울경비즈니스라운지

 - 에어부산 : 울산-김포, 울산-제주 항공편의 제공

○ 울산상의 참여 각종 위원회

 -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울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울산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등

[울산상의-에어부산 항공편의 제공 업무협약 체결]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3 
   FAX : 052)711-1260
   EMAIL : business@ucci.or.kr

htt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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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상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상공계의 입장 대변을 위한 활동 전개.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 의원구성

  - 일반의원 100인, 특별의원 8인

○ 임원

  - 회장(1인), 부회장(15인), 상근부회장(1인), 감사(3인), 상임의원(30인)

○ 주요 역할과 활동

  - 의원총회, 상임의원회, 회장단 회의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상의운영 및 상공계 의견 결집

  - 의원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참여(의원연수, 명사초청 강연 등)

  - 국회의원, 정부부처, 주요 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의회 참여

  - 분과위원회 참여를 통한 업종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건설·환경, 서비스, 자동차·기계금속, 조선·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5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별 상·하반기 위원회의 개최)

[2017년도 임시의원총회]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행정관리팀
   TEL : 052)228-3011
   FAX : 052)711-1220
   EMAIL : mana@ucci.or.kr

의원역할 및 활동                       

비즈니스 
네트워크
의원역할 및 활동

신년인사회

해외비즈니스지원

전국상공회의소 네트워크

대한상공회의소 

동남권경제협의회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02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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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사회에서는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해 

         각오와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울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신년인사회]

 ○ 목 적 

  - 울산지역 상공인들과 유관기관간의 유대강화와 화합

  -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설계와 정진을 다짐

  - 울산지역경제의 새로운 비전 제시

 ○ 장 소 :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1,100명

 ○ 참석대상 : 울산지역기관장, 단체장, 언론계, 교육계, 상공인 등

 ○ 개최시기 : 매년 1월 초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1. 회원사 대상 공문 및
   참가신청서 FAX발송
2. FAX 신청후 전화확인

   담당팀 : 행정관리팀
   TEL : 052)228-3011
   FAX : 052)711-1220
   EMAIL : mana@ucci.or.kr

신년인사회                       해외비즈니스 지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비즈니스 통/번역 지원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당연 50만원/임의 25만원 

 - 개      요 : 수출입관련 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 중 하나인 외국어 통번역문제를 해결

 - 내      용 : 무역서신, 수출입계약서, 회사 및 제품홍보자료 등 수출입관련 번역과 통역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특수어(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약 20여개국어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당연 25만원/임의 15만원

 - 개      요 : 해외소재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 해외바이어의 정확한 신뢰도 확인으로   

                    계약체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원사의 수출경쟁력 제고

 - 내     용 : 재무적 요소(회사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와 비재무적 요소를 바탕으로 영문보고서 제공

○ 바이어찾기 및 맞춤형시장조사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당연 30만원/임의 15만원

 - 개      요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헤 전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KOTRA의 해외무역관과의 협업, 

                    수출희망지역에 대한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판로개척을 지원

 - 내     용 : 바이어 찾기(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바이어반응), 맞춤형시장조사(수요동향, 수입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생산동향 등) 

○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회원 우대   ∞(무한가치)   ∞(무한가치)

 - 개      요 : 울산의 전략산업(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과 관련성이 높은 시장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지역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

 - 내       용 : 국가별 투자환경/관련 법률/인사노무 등의 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비즈니스포럼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 개       요 : 현지 유력바이어와 전략파트너십 구축과 수출채널의 다변화 도모를 통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실질적인 시장정보를 제공, 울산과 현지국가와 경제교류활성화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내       용 :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보험 체결 및 지원     당연, 임원회원 전용 |    ∞(무한가치)   25만원(1개사) 

  - 개      요 : 울산상공회의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해당지역 소재 중소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모든 수출거래  

                    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 기업별로 연중 全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10만불까지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 등을 보상해줌

 - 내       용 : 보험계약자(울산상공회의소), 피보험자(중소수출기업), 보상비율(95% 이내)

                    책임금액(최대 5만불), 보험요율(0.4%)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2
   FAX : 052)228-3150
   EMAIL :business@u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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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Tel: 6050-3114        Fax: 6050-3200

경기지역                               031

수원                     Tel: 244-3451          Fax: 243-8449

안성                     Tel: 676-4411          Fax: 676-4414 

안양                     Tel: 447-9171         Fax: 443-9260

부천                     Tel: 032)663-6601     Fax: 032)654-5698

성남                     Tel: 781-7901          Fax: 781-7905

경기북부              Tel: 853-6681          Fax: 853-6685

평택                     Tel: 655-5813          Fax: 654-6409

이천                     Tel: 633-3961          Fax: 633-3965

안산                     Tel: 410-3030          Fax: 410-3037

화성                     Tel: 350-7900          Fax: 350-7990

용인                     Tel: 332-9812          Fax: 336-2529

김포                     Tel: 983-6655          Fax: 984-6009

군포                     Tel: 398-8451          Fax: 398-8455

하광                     Tel: 761-9090          Fax: 761-8486

시흥                     Tel: 501-5700          Fax: 501-2200

광명                      Tel: 02)2060-3047       Fax: 02)2066-3011

경기동부                  Tel:  592-3039          Fax: 591-3054

고양                     Tel: 969-5817          Fax: 969-5877

포천                     Tel: 535-0072         Fax: 535-2932

오산                     Tel: 373-7441          Fax: 373-7445

의왕                     Tel: 451-5061          Fax: 451-5063

파주                     Tel: 8071-4242        Fax: 8071-4499

충남북부               Tel:  556-7131          Fax: 556-7137

서산                     Tel: 663-3063          Fax: 663-3065

당진                     Tel: 357-2500          Fax: 357-2503

충남지역                           041

제주                     Tel: 757-2164          Fax: 757-2167

제주지역                               064

강원지역                              033

충북지역                                043

전남지역                               061

전북지역                             063

경북지역                              054

경남지역                          055    

춘천                     Tel: 251-2673          Fax: 251-2674

강릉                     Tel: 643-4411          Fax: 643-4414

원주                     Tel: 743-2991          Fax: 743-2995

삼척                     Tel: 573-2401          Fax: 573-3404

속초                     Tel: 633-2564          Fax: 631-6977

동해                     Tel: 533-3976          Fax: 533-3978

태백                     Tel: 552-5555          Fax: 552-3727

청주                     Tel: 229-2700          Fax: 254-2766

충주                     Tel: 843-7001          Fax: 844-6135

음성                     Tel: 873-9911          Fax: 873-2454

진천

제천·단양    

                 Tel: 537-5900          Fax: 537-5902
                 Tel: 642-3114 Fax: 642-3112 

목포                     Tel: 242-8581          Fax: 242-8584

순천                     Tel: 741-5511          Fax: 741-5311

여수                     Tel: 641-4001          Fax: 641-4005

광양                     Tel: 793-0012          Fax: 793-6822

전주                      Tel: 288-3011          Fax: 287-3070

익산                      Tel: 857-3535          Fax: 857-3539

군산                     Tel: 453-8601          Fax: 453-8606

정읍                     Tel: 537-4511          Fax: 537-4514

김천                     Tel: 433-2680          Fax: 433-2686

안동                     Tel: 859-3090          Fax: 859-3092

포항                     Tel: 274-2233          Fax: 283-1823

경주                     Tel: 741-6601          Fax: 741-6600

영주                     Tel: 632-8830          Fax: 633-8594

구미                       Tel: 454-6601          Fax: 454-6606

경산                     Tel: 053)811-3031   Fax: 053)811-3035

영천                     Tel: 335-6000          Fax: 331-8774

칠곡                     Tel: 974-0850          Fax: 971-3315

상주                     Tel: 533-5841          Fax: 533-5843

창원                     Tel: 210-3030          Fax: 210-3020

진주                     Tel: 753-0411          Fax: 755-8220

통영                     Tel: 643-2330          Fax: 644-2334

사천                     Tel: 833-2204          Fax: 832-6569

양산                     Tel: 386-4001          Fax: 386-4006

김해                     Tel: 337-6001          Fax: 337-6006

밀양                     Tel: 355-7111          Fax: 352-4774

함안                     Tel: 584-2376          Fax: 584-2379

거제                      Tel: 637-3830          Fax: 637-3931 

인천광역시                       032

인천                      Tel: 810-2800           Fax: 810-2807

대전광역시                       042

대전                     Tel: 480-3114          Fax: 480-3100

부산광역시                        051

부산                     Tel: 990-7000          Fax: 990-7039

대구광역시                        053

대구                     Tel: 222-3000          Fax: 222-3060

광주광역시                        062

광주                     Tel: 350-5800           Fax: 350-5839

울산                     Tel: 228-3000          Fax: 258-0093

경북

강원

충북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충남

경기

서울

서울특별시    02

울산광역시                         052

전국상공회의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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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혁신성장, 규제혁파, 동반성장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상의 회장단을 초청 다양한 의견교환을 했다.

                               

   [2017. 12. 22. 총리공관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서 기업실적의 편중, 수출 

   편중화, FTA논란·비관세장벽 등 수출장벽, 4차산업혁명 대비,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믹스의 

   변화, 달라진 노동환경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7. 8. 31. 대한상의]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행정관리팀
   TEL : 052)228-3011
   FAX : 052)711-1220
   EMAIL : mana@ucci.or.kr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만 상공인을 대변하며, 전세계 130여개국, 전국 72개 상의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경제현안 대응과 규제완화,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전국상의 회원참여 대표적 사례]

○ KCCI 제주포럼

 - 목적 : 정부부처 장관, 국내외 석학 등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각계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류 및 친목도모의 

            장을 제공

 - 일시 : 2017년 7월 17일~22일 / 장소 : 제주 신라호텔

 - 주제 :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

 - 주요연사

  ·경제세션 :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장관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인문학세션 : 김진명 소설가, 도올 김용욱 철학자

대한상공회의소                       

                                                   [프로그램]

7.19(수) 7.20(목) 7.21(금) 7.20(토)

참가자 등록 
및 Check In

건강프로그램 아침을 여는 요가

특별강연
한중 경제협력 방안

인문학 명사 특강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초청강연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 성장전략

4차 산업혁명 1
로봇, 도전, 기계적 기능

도전하는 젊음
청년기업가의 멋있는 도전

특별강연
기업인의 길, 새로운 

한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 2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향한 

기업 생존전략

건강한 삶
면연력을 높이는 자가관리법

4차 산업혁명 3
인공지능의 새로운 사업기회와 

리스크

제주포럼 메모리즈
참가자 활동모습 영상

개회식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골프 및 관광)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골프 및 관광)

폐회식

환영사 

초청강연
새정부 경제 정책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미래

환영만찬 문화공연 1 문화공연 2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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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경제협의회
   동남권 기업인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동남권의 공동발전

          에 기여코자 함.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 구성현황

 - 구  성 :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 의  장 : 상의 회장 3인 공동회장

 - 위  원 : 각 지역별 14인(총 42명)

 - 사무국 : 부산상의, 울산상의, 창원상의 순번제

○ 주요사업 

 - 2013.  6. 13 : 동남권경제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 2014.  5. 22 :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 개최

 - 2014.  6. 23 : 2014 동남권 우수기업 일자리 한마당 

 - 2014. 12. 30 : 지방회생 대책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 발표

 - 2015.  1. 16 : 부산·울산 비즈니스라운지 개소식

 - 2015.  9. 15 :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부산)

 - 2016.  9.  1 :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울산)

   · 조선, 자동차산업 등 동남권상호협력 방안 논의

 - 2017.  8. 31 : 제3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창원)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포럼 개최/울산]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71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자긍심 고취와 

           기업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12만원(1인)

○ 라운지 개요

 - 위    치 : 서울역사 내 4층

 - 운영시간 : 09:00~22:00(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사전 예약제 운영   * 현장등록 병행

 - 이 용 료 : 무료

○ 비즈니스라운지 이용 현황 (2017년 9월 기준)

 - 회원사 등록 : 603개사(울산 151, 부산 330, 경남 122)

 - 이용인원 : 2,123회 6,508명

구분 합계 울산 부산 경남

회수 2,123 748 782 593

인원
(명)

6,508
2,345
(36.0%)

2,581
(39.7%)

1,582
(24.3%)

 - 2017년도 월별 이용현황

시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울산 2,345 171 281 321 309 226 316 218 202 301

○ 제공서비스
 - 비즈니스 시설제공  · 회의공간 : 8인, 4인, 2인,  · 사무기기 : PC, 복합기 
  - 지역제품 홍보 : 홍보동영상 홍보(기업), 기업 홍보 리플릿 비치 등 

  - 경제·경영정보 제공 : 최신정보 수록, 간행물 및 서적, 기업지원사업안내 브로셔 제공

  - 휴게시설 제공 : 휴식시설 제공, 휴대폰 충전 등

○ 이용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이용자 등록
    (사업자등록증첨부)  → 회의실 검색 

    → 예약정보 입력 → 예약승인

   * 현장등록도 가능함(단, 사전예약자 우선)

   ○ 문의처 
 -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 전화 : 02-313-1888

        팩스 : 02-313-1890

   · 홈페이지 : www.dongnambiz.kr

   

HOW 

신청방법

ONLINE

  홈페이지 접속 →  이용자 등록 →  회의실 검색  →  예약정보입력 →  예약승인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시도별 이용현황(2017. 1~9월 누계) 

[KTX 객실 내 홍보영상]

[8인용 회의테이블] [사무기기(PC, 복합기)]

http
file:///C:/Users/JinHong/Desktop/%ec%83%81%ea%b3%b5%ed%9a%8c%ec%9d%98%ec%86%8c_%ec%82%ac%ec%97%85%ec%95%88%eb%82%b42015/%ec%83%81%ea%b3%b5%ed%9a%8c%ec%9d%98%ec%86%8c(%ed%9a%8c%ec%9b%90%ec%a7%80%ec%9b%90%ed%8c%80)LINK/www.bu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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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영
능력향상
경영자(CEO)과정
  울산경제포럼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재직자 과정
 
 세무 · 회계 및 인사 · 노무 실무교육

 해외지원 관련 교육

 

   국내외 경제·경영 트랜드를 알고 지역 경제계 대표와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무한가치) 1인 기준 연 100만원

                                                        [울산경제포럼]

○ 개요 

      - 수도권에 비해 CEO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에서 기업인들에게 최신 이슈와 트렌드에 

         맞는 시의적절한 경영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4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150명의 CEO들이 매월 참석할 

         정도로 지역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춘 명품 강의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경영 해법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혁신적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제공

○ 비즈니스 성공의 Key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월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경제/경영 이슈와 지식정보를 제공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든든한 Mentor

     -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매월 초청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 일정 : 월1회, 연10회(1월, 8월 제외)

○ 일시 :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오전 7시 

○ 장소 : 울산롯데호텔

○ 2017년 경제포럼 실시 현황
차수 일시 주제 강사

139차 2017. 12. 14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김현욱(KDI 거시·금융경제 연구부장)

138차 2017. 11. 15 바이오산업 전망과 미래 비전 권영근(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137차 2017. 10. 19 최근 중동지역 정세 및 향후전망(중동자원과 전쟁) 유달승(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교수)

136차 2017. 09. 21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2개의 차이나 김상철(前 KOTRA 북경/상해 무역관장)

135차 2017. 07. 20 멋진 신세계,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테크 트렌드 임춘성(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134차 2017. 06. 15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을 찾아서 - 다른 것을 다르게 보기 강신장(㈜모네상스 대표이사)

133차 2017. 05. 18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현철(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32차 2017. 04. 20 인구쇼크와 미래변화 전영수(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31차 2017. 03. 16 행복한 리더를 위한 마음건강 10계명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30차 2017. 02. 16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유신(서강대학교 교수)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3
   FAX : 052)228-3150
   EMAIL :business@ucci.or.kr

울산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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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실상부한 울산지역 최고의 CEO 교육과정으로 현재까지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지역 사회 전반에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할인    ∞(무한가치)   33만원(1인)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수료]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 주      관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발전연구원

○ 교육기간 : 4개 주제를 17주에 나누어 시행(주1회 각 2시간)

○ 일      정 : 매년 3월초~6월말,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 대      상 : 울산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고위공무원 등 

○ 교육장소 : 울산상공회의소 6층 CEO 교육장

○ 교육내용 : 정부의 정책방향으로서 창조경제, 글로벌 경제와 기업경영

                          기업 활동과 기업가 정신, 기업과 리더십

○ 교육형식 : 강의, 토론, 사례연구

○ 강 사 진 : 현장 및 실무경험이 많은 각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
   FAX : 052)228-3150
   EMAIL :business@ucci.or.kr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기업체의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45만원(1인) 

○ 교육기간 : 연중실시

○ 교육장소 : 울산상공회의소

○ 강      사 : 각 분야 전문강사(교육전문기관에서 섭외)

○ 대      상 : 당해년도 1기 이상 회비납부 회원사 임직원(수강료 무료)

과정명 수강인원 일 시 비 고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 실무교육 60명 1월 중 2일 8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교육 60명 상반기(1월), 하반기(6월) 1일 7시간

개정세법 설명회 60명 3월 중 1일 3시간

인사·노무관리 실무교육 60명 상반기(4월), 하반기(9월) 1일 8시간

원천징수 실무교육 60명 4월 중 1일 6시간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 60명 5월 중 1일 8시간

경리 실무교육 40명 6월 중 2일 12시간

지출증명 세무회계 실무교육 50명 6월 중 1일 5시간

중소기업 CEO 절세대책 실무교육 50명 7월 중 1일 6시간

계정별 회계감사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50명 10월 중 1일 7시간

재무제표 분석 실무교육 50명 11월 중 1일 7시간

기업 세무조사 사례분석 실무교육 50명 11월 중 1일 6시간

연말정산 실무교육 200명 12월중(2회) 1일 4시간

        ※ 상세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공문 또는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에서  확인 

                             [연말정산 실무교육]                                        [인사·노무관리 실무교육]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3
   FAX : 052)228-3150
   EMAIL :business@ucci.or.kr

세무 · 회계 및 인사· 노무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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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의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52만원(1인) 

○ 교육기간 : 연중실시

○ 교육장소 : 울산상공회의소

○ 강      사 : 각 분야 전문강사(전문기관에서 섭외)

○ 대      상 : 당해년도 1기 이상 회비납부 회원사 임직원(수강료 무료)

과정명 수강인원 일 시 비 고

환율 및 유가전망 설명회 60명 연중(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노무관리교육 60명 연중(4, 9월)

FTA 실무교육 60명 연중(5, 10월)

        ※ 상세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공문 또는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에서  확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2
   FAX : 052)228-3150
   EMAIL :business@ucci.or.kr

해외경영지원 관련 교육                     

04 경제
현안 분석
울산지역 경기전망조사

울산산업경제 현황조사

각종 조사·분석, 경제이야기 발간



3332 l UCCI

  울산지역의 전반적인 기업경기를 예측 진단, 지수화하여 울산 지역 기업체들의 경영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기업경기전망조사]

○ 조사기간 : 매 분기별

○ 조사대상 : 울산지역 주요 제조업체들 중 기업경기를 주도한다고 판단되는 150개사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

○ 조사사항 : 전반적인 경기를 포함한 각 항목별 판단조사, 경영애로요인 

[소매유통업경기전망조사]

○ 조사기간 : 매 분기별

○ 조사대상 : 울산지역 주요 제조업체들 중 기업경기를 주도한다고 판단되는 50개사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

○ 조사사항 : 전반적인 경기를 포함한 각 항목별 판단조사, 경영애로요인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울산지역 경기전망조사
  지역경제 통계자료를 수집, 책자로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회원사에 경제 및 경영정보 제공함은 물론   

        울산방문 외래객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조사개요]

○ 조사기간 : 매년 5월 ~ 9월

○ 조사대상 : 관내 주요 경제통계 제공기관 및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 조사방법 : 각종 통계자료조사 및 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

○ 조사사항 : 울산지역 일반, 산업별, 무역, 금융, 재정, 항만현황 및 업종별 

                   기업체수, 생산액, 종사자수

○ 발간일자 : 매년 9월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울산산업경제현황조사

htt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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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 상의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무한가치)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및 울산지역  

    산업계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 분석 

[미국의 보호무역(한미 FTA 재검토)에 따른 울산경제 영향 분석]

○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기존 양자, 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국내 및 지역경제의 영향(피해) 분석

[울산지역 경제의 과제 보고서]

○ 울산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현안, 신성장동력 등의 방안 연구와 함께 대통령후보 울산공약에 활용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16.4%,1060원)로 확정됨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영향 분석

[울산경제 역사이야기]

○ 울산의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울산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며, 

    제29회 울산산업문화축제 울산경제 골든벨 자료집으로 활용

[기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업과 울산의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등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제조사팀
   TEL : 052)228-3071~2
   FAX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각종 조사·분석, 경제이야기 발간

05
코참경영상담센터

최신 IT서비스 컨설팅 

공인인증서 신청/발급/갱신 

스마트
경영정보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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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등 각 분양 전문가들이 회원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무한가치)∞ (무한가치)

연차문의, 퇴직금문의, 근로자고충

재무관리, 관리회계, 회계감사

국내외소송, 기업법률

창업절차, 사업계획, 자금지원제도

수출입절차, 관세환급, 국제분쟁

특허절차, 지적재산권, 상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창업/경영

무역/관세

특허

1600-1572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 상담 비용 : 무료

- 온라인 상담신청 후, 상담신청시 입력한 사업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상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시 상담원과

연결되어 즉시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위원이

답변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참경영상담센터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는 물론 최신 IT서비스를 중소기업에서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무한가치)  500,000원~18,000,000원(업체당)

  ○웹메일 지원

   ·기업체 자체 도메인 네임은 가지고 있으나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체

      가 울산상공회의소의 메일호스팅 시스템을 신청 활용시 기업체 임직원의 개별ID를 발급하여 자체메일 구축

      하는 서비스 제공

   ·메일호스팅 서비스 내용

     - 임직원 개인ID@회사도메인(예:abc@abc.co.kr)과 같이 고유도메인 사용

     - 기업 내부의 관리자가 직접 전 임직원의 메일계정 발급

     - 기업 전체의 제한용량 내에서 개별 직원의 용량 조절가능

     - 웹 메일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최신OS,스마트폰지원)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무료제작 (단, 웹호스팅 및 도메인 비용 별도) 

   ·서비스내용

     - 대한상공회의소 Blue web을 통해 홈페이지 무료제작 

    

  ○기업 및 지역상품 홍보웹사이트 운영
   ·PDF파일 또는 영상 등 업체 소개 브로슈어를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기업현황에 게재

   ·기업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서비스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소개

          

HOW

신청방법

OFFLINE
   담당팀 : 행정관리팀
   TEL : 052)228-3013
   FAX : 052)711-1210
   EMAIL : el@ucci.or.kr

최신IT서비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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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되는 전자인감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들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기업서비스입니다.

    회원·비회원 

○ 인증서 신청(신규발급)

종류 가격(VAT포함)/
유효기간 사용용도 신청기관 선택

사업자

범용
110,000원

/1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사업자용 전자거래 

이용가능

-공공분야 : 전자정부, 조달청(나라장터 등), 

국세청(e세로, 홈택스) 등

-금융분야 :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기업금유 서비스

-전자상거래분야 :전자구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무역, 전자입찰 등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코스콜
공인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센터

원산지

증명용

(전자

무역용)

55,000원

/1년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웹발급 시스템

-관세청 무역통관포털 시스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이용가능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코스콜
공인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토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센터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 갱신 

[공인인증서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인증서 재발급/갱신/관리

구분 주요기능 인증서 신청기관

인증서 
재발급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손상(고장,분실,삭제)이나 공인인증서 암호를 분실하여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신청 시 제출하셨던 기관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으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 인증서는 다종 
폐지됩니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코스콜
공인인증센터

인증서
갱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시는 
서비스입니다.

- 갱신 신청은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만료일이 지난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기간 내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으신 경우 새로운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코스콜
공인인증센터

인증서
관리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동/복사, 암호변경 등 손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기능입니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코스콜
공인인증센터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sign.korcham.net

   담당팀 : 공공사업팀
   TEL : 052)228-3121, 228-3198~9
   FAX : 052)711-1230
   EMAIL : service@ucci.or.k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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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상 / 인증 
및 자격검정 

울산상공대상 시상

산업평화상 시상

대내외 포상·추천

원산지증명·무역인증 서비스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자격/상공회의소자격)

  지역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 및 근로자를 발굴 표창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 (무한가치) + 200만원

○ 목    적
  울산지역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울산 상공업계에 남긴 공로와 업적을 높이 평가 

  하고 격려함으로써 상공인 및 상공업 종사자의 긍지를 드높이고 상공업 도시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함.

○ 시상일자 : 매년 3월 말

○ 시상부문 및 인원 
 - 경 영 대 상 : 1명

 - 기 술 대 상 : 1명

 - 안 전 대 상 : 1명

○ 지원 자격(다음 각 호의 해당자] 
  본 회의소 관할 구역 안에서 수상예정일 현재 5년 이상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상공업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상공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부문 지원자격

경영대상
기업경영 및 경영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이면서, 애향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기술대상
신상품 및 신기술개발, 공정개선,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에

노력하여 산업기술의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안전대상
자율안전 보건체제 구축, 시설 및 작업환경개선 등

노사협력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수여

○ 후보자 추천 자격(다음 각 호의 해당자)
 - 본 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대표

 - 본 상공회의소 의원

 -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

※ 결격사유 및 제외 기준

- 해당 해 시상일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울산상공대상을 수상한 업체

- 기타 기업윤리, 도덕성에 흠이 있는 자

- 사업영위기간 또는 근무연수 5년 미만인 자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3
FAX : 052)228-3150
EMAIL : business@ucci.or.kr

울산상공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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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3,000,000원

○ 시상일자 : 매년 10월 둘째주 (산업문화축제 개막식)

○ 표창대상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울산소재 사업장 중 5년 이상 무분규와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 사업장

○ 시상내용 : 상패 및 전통시장상품권(300만원)

○ 표창규모 : 매년 4~6개사(자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무분규 년수,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 및 노력 등을 심사

○ 신청 및 선정제한

    ①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사업장

○ 심사기준

   ① 노사안정도 : 무분규 기간

   ② 노사화합 프로그램 : 정기성, 다양성

   ③ 노사협력정도 : 노사 공동기구 설치 및 활동 여부, 성과

   ※ 무분규 기간, 산재여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확인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
   FAX : 052)711-1260
   EMAIL :business@ucci.or.kr

산업평화상 시상
노사관계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 표창을 통하여 지역 내 동반자적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   지역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 및 근로자를 발굴, 정부에 추천 및 포상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 (무한가치) 

○ 전국 상공의 날 포상 추천
 - 대    상 :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모범상공인, 관리자 및 사원

 - 포상종류 

   1) 훈장 :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탑산 업훈장

   2) 포장 : 산업포장

   3) 표창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경제단체장 표창, 울산광역시장 표창,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 포상시기 : 상공의 날 기념식(3월)

○ 지역 3대 주력산업의 날 유공자 추천
 - 대상 : 지역 주력산업관련 기업체 임직원

 - 포상종류 

  1) 화학의 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울산광역시장 표창

  2) 자동차의 날 : 울산광역시장 표창

  3) 조선해양의 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울산광역시장 표창

 - 포상시기 : 각 주력산업의 날 기념식 

   ※ 화학(3월), 자동차(5월), 조선해양(6월)

○ 울산광역시민대상 추천
 - 대     상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기여한 시민

 - 시상부문 : ①산업/경제  ②사회봉사/효행  ③문화/체육  ④학술/과학기술

 - 추천부문 : 산업/경제부분(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수출산업육성 기여자)

 - 상     격 : 울산광역시장상

 - 포상시기 : 울산광역시민의 날 기념식(9월)

○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추천
 - 대    상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울산 소재 기업체 임직원

 - 상    격 : 울산광역시장 표창

 - 포상시기 : 울산산업문화축제 개막식(10월)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
   FAX : 052)711-1260
   EMAIL :business@ucci.or.kr

대내외 포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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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 223,000원 (업체당)

○ 서명등록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한 첫 단계, 상공회의소법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 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로 상공회의소에서 제반서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 1년) 

 - 구비서류

  · 서명등록서 및 등록서명 (다운로드 사이트: http://cert.korcham.net)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서명등록방법 ->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방문)

○ 회원증명(Membership Certificate)

 중동지역 등 상용비자 발급시 상공회의소 회원임을 증명해드립니다

· 주한대사관의 Visa신청용 또는 국제입찰, 지사설립 및 합작투자, 

    상표등록 등에 이용

· 당연회원, 임의회원 전용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비특혜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GSP, GSTP, GATT, APTA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 멕시코CO, CCVO, DA59등

· 서비스대상 :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통관사, 관세사, 수출대행사, 

    보험사 등이 해당됩니다.

○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 수입국 세관 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부대서류(가격청구서 등 대금회수용 서류)

· 신용장(L/C) 조건에 따른 Buyer의 요청서류로 매입은행 제출용도로 사용됩니다.    

    

원산지증명·무역인증 서비스
물품의 수출입 거래시 제조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특히 FTA체결국이 증가힘에 따라 FTA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관심과 발급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업체에게 서명등록 무료, 발급수수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FTA원산지 증명 샘플]

[일반원산지 증명서 샘플]

○ 일반무역관계증명서 

무역인증은 수출기업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무역서류에 상공회의소 인증을 요구하거나, 주한대사관 또는 외

무부의 영사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에 상공회의소 인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부

가적으로 인증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주체 : 무역서류 발행 당사자

                                           [발급수수료]

증명서 종류
수수료(부가세포함)

비 고
회원 비회원

서명등록 무료 55,000원

원산지증명서

일반원산지증명서 무료 7,000원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1,500원 1,500원

FTA원산지증명서 무료 7,000원

상업송장 등 일반무역관계증명서 무료 7,000원

        *당연회원(무료), 임의회원(무료 : 반기별 75건), 준회원(무료 : 반기별 30건)

    

    

 [무역인증관련]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cert.korcham.net

   담당팀 : 공공사업팀
   TEL : 052)228-3092, 3121~2
   FAX : 02)6050-3027
   EMAIL : service@ucci.or.k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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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직원 채용시 인성, 직무능력, 직무지식을 평가하는 인·적성 검사를 제공합니다.

     회원 할인(단체)    ∞(무한가치) 2,800,000원(회원사 1회 100명 응시기준)

1. K-TEST의 특징

 - 국내 최고 권위의 기관과 연구진이 개발한 검사입니다.

 - 전국 100,000여 회원사를 보유한 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공신력 있는 검사입니다.

 -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신의 테스트이며, 업무관련성과 현장성을 중시합니다. 

 -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테스트입니다.

 - 모든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인성과 직무능력을 테스트하는 범용의 선발도구입니다.

2. K-TEST의 구성

구분 측정내용/하위영역 문항 및 유형

인성검사
• 측정내용: 조직적응력, 성과향상 성향여부

210문항 택일형
• 하위영역: 인성검사

기초능력검사
• 측정내용: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능력

각 30문항 5지선다형
• 하위영역: 언어이해, 자료해석, 상황판단, 공간지각

공통직무능력검사
• 측정내용: 직무 수행을 위한 공통 지식

각 30문항 5지선다형
• 하위영역: 일반상식, 한자등

3. K-TEST 활용

 - 채용과정에 있어 K-TEST를 활용하는 단계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간에 해당하는 선발검사 과정.  

 - 인성 및 직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K-TEST는 단독 또는 일반적인 입사시험 결과와 함께 

   선발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극대화합니다.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일반기업공 기 업
학교 학교

범용인성검사
직업인성검사

개별기업용
인성검사

범용
직무능력검사

세부직군별
직무능력검사

직무지식검사

14,300원

18,700원

29,700원

33,000원

3,300원

18,700원

22,000원

37,400원

44,000원

5,500원

22,000원

29,700원

55,000원

66,000원

8,800원

9,900원

-

-

- -

-

구분
비회원사

회원사
공기업 일반기업

K-Test
Standard

K-Test
Standard1

K-Test
Standard2

포함검사

22,000원

22,000원

55,000원

66,000원

77,000원

29,700원

33,000원

37,400원

37,400원

44,000원

47,300원

범용인성검사
범용직무능력검사

범용인성검사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

개별기업용 인성검사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

Training

교육훈련

Placement

배치

Selection

서류진행 / 선발검사 / 면접전형 / 채용검증

선발

Recruiting

모집

공고/지원서접수

Planning

충원계획

K-TEST 적용시점

*개별기업용 인성검사비는 초기 개발비 등에 따라 검사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무지식검사 포함인 경우는 1과목당 비회원사 8,800원, 회원사 3,300원이 추가됩니다.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에는 검사지 인쇄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니다.

4. 검사비 

 1) 개별검사                                                       2) 종합 검사

  

  [(주)세진중공업 K-TEST]

  

  [이영산업기계(주) K-TEST]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ktest.korcham.net

   담당팀 : 공공사업팀
   TEL : 052)228-3198
   FAX : 052)711-1230
   EMAIL : service@ucci.or.kr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일반기업공 기 업
학교 학교

범용인성검사
직업인성검사

개별기업용
인성검사

범용
직무능력검사

세부직군별
직무능력검사

직무지식검사

14,300원

18,700원

29,700원

33,000원

3,300원

18,700원

22,000원

37,400원

44,000원

5,500원

22,000원

29,700원

55,000원

66,000원

8,800원

9,900원

-

-

- -

-

구분
비회원사

회원사
공기업 일반기업

K-Test
Standard

K-Test
Standard1

K-Test
Standard2

포함검사

22,000원

22,000원

55,000원

66,000원

77,000원

29,700원

33,000원

37,400원

37,400원

44,000원

47,300원

범용인성검사
범용직무능력검사

범용인성검사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

개별기업용 인성검사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

Training

교육훈련

Placement

배치

Selection

서류진행 / 선발검사 / 면접전형 / 채용검증

선발

Recruiting

모집

공고/지원서접수

Planning

충원계획

K-TEST 적용시점

*개별기업용 인성검사비는 초기 개발비 등에 따라 검사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무지식검사 포함인 경우는 1과목당 비회원사 8,800원, 회원사 3,300원이 추가됩니다.

*세부직군용 직무능력검사에는 검사지 인쇄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니다.



4948 l UCCI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컨설팅을 통해 개별기업에 맞는 채용프로세스 설계와 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회원·비회원  |  ∞(무한가치)∞ (무한가치)  무료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 발생)

○ 구   성

 · 채용 컨설팅 : 기업 인재상 및 필요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에 맞는 채용프로세스 설계 및 평가모델을 적용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서비스 합니다.

구분 기본 컨설팅 전문 컨설팅

목표/목적 ·평가모델의 올바른 적용에 초점 ·평가모델의 맞춤화된 적용에 초점

방법
·사전 선발 현황 및 니즈 파악
·참여기업 인사담당자 설명회 개최
·2회 방문 및 전화·이메일 니즈 파악

·개별적 Contact을 통한 설명 제공
·컨설팅 Scope에 대한 구체적 계약
·지속적 방문/교류를 통한 컨설팅 제공

프

로

세

스

니즈 

파악

·선발 대상 직무·인원 파악
·담당자 협의 및 요구역량 파악

·선발 대상 직무·인원 파악
·요구역량조사 : 인터뷰, 설문조사
·평가요소 맞춤화

평가 

설계

·역량별 평가방법 설계
·평가 일정·프로세스 설정

·역량별 평가방법 설계
·평가 일정·프로세스 설정

평가도구
맞춤화

·표준화된 평가도구 제공 ·맞춤화된 평가도구 제공

 · 평가모델 활용교육 : 체계적인 선발과 역량평가를 위한 기법을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에게 교육

 · 역량평가 

  - 역량지원서 : 서류전형 단계에 활용가능한 직무중심의 입사지원서와 역량중심의 자기소개서 제공

  - 역량테스트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성, 능력, 지식을 평가하는 테스트 제공

  - 역량면접 :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도구 및 시뮬레이션 면접 도구 제공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의 특징>

○ 대상기업 신청 및 선정
 ·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역량평가도구를 실제 채용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가능

  ※신청기업 중 고용노동부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ktest.korcham.net

   담당팀 : 공공사업팀
   TEL : 052)228-3198
   FAX : 052)711-1230
   EMAIL : service@ucci.or.kr

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 및 각종 국가공인자격 취득, 취업관련 인적성 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울산상공회의소 자격증은 이러한 점이 다릅니다 !]

     1. 해당 분야의 국가 · 공인자격 취득자 우대
     2. 공무원 임용 및 승진 시 가점
     3. 학점인정 및 정보소양 인증
     4.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특별전형
     5. 민간자격증에 비해 응시료 저렴 

○ 상시 검정장 운영안내

★ 수험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시험 운영으로 취득기한을 단축 하였습니다.

 - 시행종목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상공회의소 한자(고급,중급, 초급)

 - 시험일시 : 연중 상시검정 시행(검정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참조)

○ 국가기술자격

    - 워드프로세서             - 비서                 - 전자상거래관리사            - 전자상거래운용사

   - 컴퓨터활용능력            - 한글속기               - 전산회계운용사

 ○ 국가자격
- 유통관리사

 ○ 국가공인자격
- 상공회의소한자(1급~3급) - 무역영어          - IT PLUS

 ○ 상공회의소 자격
- 상공회의소 한자(4급~9급), 컴퓨터 사고능력(프로그램 코딩)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license.korcham.net

   담당팀 : 공공사업팀
   TEL : 052)228-3198~9
   FAX : 052)711-1230
   EMAIL : service@ucci.or.kr

 [상설검정장]

http


5150 l UCCI

07 노사협력 
 

 울산산업문화축제

 해외노사문화시찰단 파견

 노사 전문가초청 세미나

 시민·사회단체 협력 전개

  근로자 및 가족들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 해외 선진지 노사문화 탐방, 노사문화 전문가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과 선진 산업문화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울산산업문화축제 ]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 일       시 : 매년 10월 둘째주 울산산업주간 

○ 내       용

 - 개막식 및 시상식(산업평화상, 산업사진공모전,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시상)

 - 근로자 힐링콘서트

 - 우수작품 전시관 운영 (산업사진)

 - 산업체 대항 체육대회(탁구, 족구, 볼링)

 - 울산경제골든벨

○ 상       금 

- 산업평화상(5개 사업장/각300만원)

- 산업사진(근로자/전문가): 대상(1명/300만원), 금상(각 1명/100만원), 은상(각 2명/50만원), 

                                     동상(각 4명/30만원),입상(각 5명/10만원)

- 울산경제골든벨 : 우승(1팀/200만원), 준우승(3팀/50만원), 우등상(6팀/30만원), 참가상(100팀/3만원)

- 탁구 : 712만원

- 볼링 : 390만원

- 족구 : 690만원

)

 

 [울산산업문화축제]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3
   FAX : 052)228-3150
   EMAIL : business@ucci.or.kr

산업문화축제/노사문화시찰단 파견/노사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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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노사문화시찰단 파견 ]

○ 목     적 

 - 회원사의 노사관계자가 해외기업의 노사문화 및 진출 기업의 현지 인력과의 상생 협력구축전략을 벤치마킹

 - 노동유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일     시 :  매년 6월 예정 

○ 파견국가 : 미국(2013년), 일본(2014년), 독일(2015년), 스웨덴(2016년)
    ※ 매년 경제상황이나 시대트렌드에 맞게 시행

○ 참가단 구성 : 업체당 2명(노사대표 각 1명)

    ○ 경      비 : 업체당 전체 비용의 30~40% 지원 *매해 국가마다 상이함.

[노사 전문가초청 세미나 ]

○ 목     적 
 - 세계의 유명 노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국의 노사관계 및 상생구축전략을 벤치마킹

 - 선진기업들의 임금제도 비교 및 한국기업의 임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 일     시 : 연 1회

 - 해외 노사 전문가 초청(하반기 예정)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2
   FAX : 052)228-3150
   EMAIL : business@ucci.or.kr

 [2017년 스페인 해외노사문화시찰단 파견] [2016년 스웨덴 해외노사문화시찰단 파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사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당연, 임의회원 중심 |  ∞(무한가치) ∞ (무한가치)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행울협]

○ 설립목적 : 지역 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산업평화 정착과 세계일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지결집

○ 협의회구성 : 울산지역 경제ㆍ보훈ㆍ여성ㆍ문화ㆍ시민단체 등 102개 단체 대표자

○ 주요활동 : 지역현안 해결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지역기업 파업자제 촉구]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경영향상팀
   TEL : 052)228-3101
   FAX : 052)711-1260
   EMAIL :business@ucci.or.kr

시민·사회단체 협력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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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울산지식재산센터

특허지원

브랜드지원

디자인지원

아이디어 창업촉진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사업

지식재산권 해외소송보험 지원

지식재산확충
각종 특허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ㆍ지원업무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에서부터  권리화·사업화까지 One-Stop 종합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우대  ∞(무한가치)  최대 70,000,000원

○ 개 요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는 1979년 특허청의 울산지방 특허자료열람소로 지정받아 2000년 특허정보  

    지원센터, 2004년 지식재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지역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특허정보제공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으  

    며, 인터넷을 통한 특허정보 검색기능 서비스 및 출원서 서식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교육 실시 등으로 지역  

    특허정보의 보급 확산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특허청과 울산광역시로 부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2009년),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2011년), 지역 

   디자인가치제고사업(2012년)을 인가받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지원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을 지원

울산지식재산센터

연중 수시

·홈페이지 공지

·온라인접수

·수시사업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사업명 신청기간 비고

해외권리화

맞춤형 특허맵

글로벌IP 경영진단

국내ㆍ외 IP컨설팅

IP나래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 특허·경영분석)
지식재산 해외소송보험
(아시아, 유렵 등 지역별)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지원조건 및 건수 등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바람

브랜드 지원
 울산지역의 브랜드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브랜드를 진단하고 전략, 개발, 권리화하는 등 브랜드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명 신청기간 비고

小브랜드 개발
연중 수시

·홈페이지 공지

·온라인접수

·수시사업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해외상표 권리화 지원

재능나눔 (小브랜드개발) 2018년 하반기

      지원조건 및 건수 등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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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지원
 울산지역의 디자인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디자인을 진단하고 전략, 개발, 권리화하는 등 디자인 관련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명 신청기간 비고

小디자인 개발
연중 수시 ·홈페이지 공지

·온라인접수

·수시사업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해외디자인 권리화 지원

산학연계디자인개발 2018년 상반기

재능나눔 (小디자인 개발) 2018년 하반기

아이디어 창업촉진 (IP 디딤돌 프로그램)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지원 성장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육성을 위한 특허지원 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에 대한 구체화, 권리화, 제품화 및 창업컨설팅 지원

  ○ 추진 절차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창출교육

▶ 아이디어 선정 ▶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

아이디어 
제품화

▶ 창업컨설팅

사업명 신청기간 비고

아이디어 권리화 및 구체화

연중 수시

·특허전문상담원 상주

·홈페이지 공지

·수시사업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아이디어 제품화

해외 권리화

3D 시뮬레이션

IP 창업존 교육 정시 모집 ·수료자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 IP창업존 개소]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사업
- 지역 발명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울산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의체 구성·운영

- 울산지역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발명풍토 조성

○ 울산기술장터 개최

○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 구성 및 운영

○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 울산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식재산권 해외소송보험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

 

      ○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 분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지역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단체보험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80만원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북미·유럽
(영국포함)

피소대응 1,350만원

일반보험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세계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기업별
보험료 
산정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지원비율 : 정부지원 50%, 지자체 지원 40%, 기업부담 10% 

  * 단체 가입 할인 : 울산지식재산센터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위 : 社)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

     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정부지원 50%, 울산시 지원 40%, 기업부담 10% 

   · 중견기업 : 정부지원 30%, 울산시 지원 40%, 기업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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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www.ripc.org/ulsan

   담당팀 : 울산지식재산센터
   TEL : 052)228-3083~8
   FAX : 052)711-1280
   EMAIL : ulsanripc@ucci.or.kr

사업명 내용 당연회원 
가치

임의회원 
가치 비고

특허 

관련

지원

해외권리화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를 취득하여 
기업의 시장 확대

14,000,000 14,000,000

연중 
수시

맞춤형 특허맵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로 기업의 연구방향 
제시 및 자료제공

20,000,000 20,000,000

선택형 IP 국내런칭 예정 특허 개발 10,000,000 10,000,000

글로벌IP 경영진단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방향 제시 15,000,000 15,000,000

국내ㆍ외 IP컨설팅
국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접근방향 제공

10,000,000 10,000,000

IP 나래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전략 및 일반경영 
상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제공(특허출원 포함)

25,000,000 25,000,000

특허기술3D 시뮬레이션
기업이 등록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제작자로 하여금 3D영상화 
하여 제작

6,000,000 6,000,000

수출안내지재권단체보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료 
지원

3,420,000 3,420,000

북미 유럽지재권안심 
단체보험

북미유럽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료 지원

12,150,000 12,150,000

글로벌지재권안심종합보험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료 지원

23,310,000 23,310,000

브랜드

관련
지원

小브랜드 개발 국내런칭 예정 브랜드 개발 10,000,000 10,000,000 연중 
수시해외상표 권리화 지원 해외 상표 출원비용 일부지원 2,500,000 2,500,000

재능나눔 (小디자인 개발) 소상공인 Start-Up대상 브랜드 개발 무상지원 5,000,000 5,000,000
2018년 
하반기

디자인

관련
지원

小디자인 개발 국내출시 예정 디자인 개발 10,000,000 10,000,000 연중 
수시해외디자인 권리화 지원 해외 디자인 출원비용 일부지원 3,000,000 3,000,000

산학연계디자인개발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지원 12,000,000 12,000,000
2018년 
상반기

재능나눔 (小디자인 개발) 소상공인 Start-Up대상 디자인 개발 무상지원 5,000,000 5,000,000
2018년 
하반기

창업 

관련

지원

아이디어 
권리화 및 구체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기술기반 창업 육성

1,500,000 1,500,000

연중

아이디어 제품화
아이디어 권리화 단계에서 권리화가 진행된 
아이디어 보유자 중 제품화 단계로 제품화 컨설팅 및 
3D 모형제작 지원

600,000 600,000

해외 권리화 (PCT) 국내출원 아이디어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를 
취득하여 기업의 시장 확대

3,000,000 3,000,000

해외 권리화(개별국) 7,000,000 7,000,000

3D 시뮬레이션
국내 출원 아이디어에 대한 연계 기술에 대해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6,000,000 6,000,000

IP 창업존 교육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선생기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 및 창업 교육 제공

3,000,000 3,000,000
수시
모집

○ 울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창출지원 주요내용

 - 최대 40,000,000원(단, IP글로벌 스타기업 최대 70,000,000원) 지원 가능(1개사/년)                               (단위:원) 09 인적자원개발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학습 병행제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고용전략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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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울산지역의 산업계, 노동계,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노사민정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일학습병행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우대 |  ∞(무한가치)∞ (무한가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개요

 -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인적자원의 수요조사 실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인적자원의 수급과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 기업 재직자에게 맞춤형 향상 훈련을 제공하여 업무에 적합한 인재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기

    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 절차

 - 지역단위에서 산업계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 체계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분석

·기업인력훈련수요조사
·상시훈련수요조사
·협약기업체 확보
·훈련직종 및 규모확정

공동채용

공동훈련센터

상시 모니터링

·협약기업 직접 매칭
   - 공동훈련센터
·고용센터 등 매칭
   - 참여기업 외 관내 
      중소기업

공동훈련실시

·공동훈련센터 선정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훈련생모집 및 훈련실시
·훈련모니터링

HRD 종합 서비스

·공동관리 협약기업대상
   지역공동훈련 매칭
·사업주훈련 등
   타훈련사업 매칭
·NCS활용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 ▶

▶ ▶

▶

 - 주요 사업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 울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

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센터 포함) 선정 :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 선정

·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 모니터링 : 교육현장 수시 방문을 통한 훈련실태를 파악하여 나타나는 

개선점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양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구직자 양성훈련 지원

사업지원 사업내용 비고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기계가공, 화학분야, 전기분야 등  - 훈련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 훈련신청은 각 *공동훈련센터로 문의

구직자 양성훈련 기계, 품질관리, 금속재료, 전기분야 등

 ▶ 수강인원이 15~20명 이상인 경우 기업체 요구에 따라 단일 업체교육 및 교육일정 추가 개설 가능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052-279-3297)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052-290-1566)

일·학습병행제 사업

○ 개요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

    육기관과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또는 연계학교의 학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신입채용 예정자 및 입사 1년차 신입사원까지 신청가능

○ 신청분야

구분 내용
재직자

(1년 이내 신규 직원)
공동훈련센터형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울산과학대학교와 협약 체결,
현장훈련(80%)은 사내에서 현장외훈련(20%)은 대학에서 실시

재학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열정과 비전이 있는 직업계고(울산공고) 재학생을 조기에 채용하여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천만원 이상

 · 비용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건비 보전, 현장교사/행정담당 수당 등

 · 기타지원 : 병역특례지정업체 1순위로 우선 선정,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가산점 우대

사업명 산식 금액(원)
현장훈련(OJT) 비용 2,500원 × 3배 × 5명 × 480시간 18,000,000

현장외훈련(Off-JT) 비용 2,500원 × 3배 × 5명 × 120시간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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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지원금 월 40만원 × 5명 × 12개월 24,000,000

기업현장교사 
활동 수당 월 66.7만원 × 12개월  8,000,000

자격인증 수당 월 10만원 × 12개월  1,200,000

HRD담당자 행정수당 월 25만원 × 12개월  3,000,000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700만원  7,000,000

학습도구 개발 지원비 300만원  3,000,000

전담인력 양성 교육비 100만원  1,000,000

숙식비(Off-JT) 월 276,000원 × 12개월 3,312,000

연간 총 지원 규모                                                         73,73,012,000,000

  * 1,000인 미만 기업, 연간 총 600시간, 학습근로자 5명 기준

○ 신청 후 지원절차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 개요

 - 고용·산업·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대규모 자원(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과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종합적  

    일자리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 기능과 역할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 지역고용발전계획(5년 단위, 1년 단위) 수립지원 및 성과관리

  ·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고용전문관 배치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지원

○ 내용

  -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 

  ·시행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인건비 지원, 기타 판로확대·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패키지형 추진 사업

○ 2017년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사업

사업명 대상 과정 및 내용

플랜트 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전직 지원사업

조선업 퇴직자 및
연관 산업 실직자,

울산광역시 미취업자

플랜트 배관용접과정
플랜트 제관용접과정
보온·함석 과정
산업설비 과정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울산지역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사무원 양성과정
단체급식조리원 양성과정
영유아보육인 양성과정
수상안전요원 양성과정
창업희망교실 운영

울산 희망 취업
스터디룸 프로젝트

울산지역 미취업 청년층
취업 스터디룸 운영, 자기소개서 첨삭 실시, 
모의면접 실시, 멘토링 DAY 실시 등

블루밍 커뮤니티 울산
시민자립형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 사업

울산광역시 관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지역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일자리창출 생태계 구축 지원

뉴 메이커스 스페이스
‘톡톡팩토리’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만19∼39세)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입주업체 발굴 및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

 ※ 2018년 모집일정 홈페이지 게시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 대상 :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담당자

 ○ 내용 : 지자체 전담 컨설턴트 제도를 통한 일자리 공시제 지원

고용전략포럼 운영

 ○ 대상 : 일자리 유관기관

 ○ 내용 : 지역고용창출의 인식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문의 및

신청방법

ONLINE OFFLINE

www.ulsanhrd.or.kr
ulsan.korcham.net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담당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팀
TEL: 052)228-3171~4

담당팀: 일학습병행팀
TEL: 052)228-3175, 3177

담당팀: 지역혁신프로젝트팀
TEL: 052)228-3178~80

FAX: 052)228-3093~4(공용)
EMAIL: hrd@ucci.or.kr(대표메일)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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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휴 /
협력 서비스  

폭넓은 제휴협력 서비스 역시 상의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제특송, 통·번역, 비즈니스 의전, 글로벌 사업지원 , 기업복지, 홍보대행 등 유용한 서비스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2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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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페이백 서비스
 회원증 발급 

 창립기념 축하

 경조사서비스

 홍보지원 

 회의실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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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발급 

  울산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대외적인 프레스티지(Prestige)를 높여드릴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발급기준 : 당연, 임의회원

○ 종류(한글, 영문 Ver)

      

     

    
                                     [한글ver.]                                                  [영문ver.]  

    

HOW

신청방법

OFFLINE

   담당팀 : 회원지원팀
   TEL : 052)228-3051~2
   FAX : 052)711-1250
   EMAIL : member@ucci.or.kr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50,000원 (당연회원, 1회 기준)

    ○ 창립기념품 내용

  - 대상 : 당연, 임의 납부회원사

  - 제공내역 : 당연(축하케익 또는 축하난), 임의(축전)

○ 창립기념품 종류

축하케익 축하난 축전

창립기념 축하

경조사 서비스

  회원사의 경조사 시 동양난 및 화환,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50,000원 (당연회원, 1회 기준)

○ 대표이사 취임, 사옥이전 등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표창 

○ 기타 경조사

                                                    

HOW

신청방법

OFFLINE

   담당팀 : 회원지원팀
   TEL : 052)228-3051~2
   FAX : 052)711-1250
   EMAIL : member@u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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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홍보지원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안 공론화 등 홍보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연, 임의회원 전용 |  ∞(무한가치)∞ (무한가치)

○ 울산상의 기획홍보팀 

 - 계간지『UCCI』발간 및 배부

 - 주간 상공계 소식, 뉴스레터 발송

 - 상의사업 및 경제전반에 대한 사항 홍보 및 여론조성

 - 회원사 언론홍보 지원 /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공론화

 - 기타 홍보 관련 업무지원 

                 

HOW

신청방법

OFFLINE

   담당팀 : 기획홍보팀
   TEL : 052)228-3153
   FAX : 052)711-1210
   EMAIL : flower@ucci.or.kr

홍보지원   
  상공회의소 회의실이 귀사의 성공비즈니스를 도와드립니다.

        회원 우대

회의실 규 모 배 치 부대시설 용 도

6층 1회의실 100석 교실형
빔프로젝트,

스크린
세미나/교육6층 2회의실 70석 교실형

7층 450석 극장식

◈회의실 사용료(부가세 포함)

■7층 회의실
사 용 구 분 주   간 야   간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회원업체(임의)

월1회 50%감면

(당연:무료)

평 일
하절기 151,500 242,000 227,250 363,000

동절기 181,500 302,500 272,250 453,750

휴 일
하절기 284,500 454,000 426,750 681,000

동절기 315,000 514,500 472,500 771,750

비회원

평 일
하절기 303,000 484,000 454,500 726,000

동절기 363,000 605,000 544,500 907,500

휴 일
하절기 569,000 908,000 853,500 1,362,000

동절기 630,000 1,029,000 945,000 1,543,500

빔프로젝트 추가사용료 33,000 55,000 33,000 55,000

■6층 1, 2회의실

　 　 　 　

사 용 구 분 주   간 야   간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회원업체(임의)

월1회 50%감면

(당연:무료)

평 일
하절기 85,000 127,500 127,500 191,250

동절기 91,000 139,500 136,500 209,250

휴 일
하절기 145,500 218,000 218,250 327,000

동절기 151,500 230,000 227,250 345,000

비회원

평 일
하절기 170,000 255,000 255,000 382,500

동절기 182,000 279,000 273,000 418,500

휴 일
하절기 291,000 436,000 436,500 654,000

동절기 303,000 460,000 454,500 690,000

빔프로젝트 추가사용료 33,000 55,000 33,000 55,000

     

회의실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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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대강당]

HOW

신청방법

ONLINE OFFLINE

http://ulsan.korcham.net

   담당팀 : 행정관리팀
   TEL : 052)228-3190
   FAX : 052)711-1220
   EMAIL : mana@ucci.or.kr

[6층 1회의실]

[6층 2회의실]

상공회의소 법



7776 l UCCI

·2013. 03. 23 일부개정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

위하는 자(이하”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수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

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영세율(零稅率)이 

전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

한 세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0조의2(당연회의기준)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17억원

②광역시에 소재하는자 : 5억원

③시·군에 소재하는자  :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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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한다.

③ 상공회의소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회원 회비]
- 당연회원 : 반년 매출세액(매출액 X 10%)X2.2/1,000(정부인가 회비부과율)
- 특별회원 : 반기 500,000원
- 임의회원 : 반기 250,000원

상공회의소법

한눈으로 보는 회원혜택  

ㆍ당연회원 : 158,539,500원(유형적가치) + α(무형적가치) ㆍ임의회원 :156,782,750원(유형적가치)+ α(무형적가치)

□ 주요 무형적 가치 ( α ) 

1. 대표적 사례중심

  ①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       

       → 정부발주, 기업금융지원 확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및 동구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②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활동 

       → 기업활력제고법 국회통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개편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

  ③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

       → 대법 국회통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위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④ 동북아오일허브 남항사업 조속 추진

       → 남항·북항사업의 동반 추진이 가시화됨으로써 석유거래 관련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액체물류 처리

           시설과 물류수송기반이 확충    

  ⑤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경감 조치

       →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2백억~3백억 보험료  추가납부 부담 경감   

  ⑥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구간 확장

       → 예비타당성 조사시 KDI를 적극 설득하여 예산 반영되었고, 현재 8,2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5.03㎞ 구간을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 예정임

  ⑦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완화

       → 화평법·화관법 부담완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 의견을 수렴, 하위법령안 마련시 적극 

           검토함

  ⑧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업부담 경감

       →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22개사 대상 약 200억원 절감효과

  ⑨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립에 결정적 역할

       → 행자부, 울산지방중기청 신설 직제승인

           기재부, 울산지방중기청 설치 인건비 및 개청비용 반영

 2. 미래울산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주요 방향제시

  ① 울산 제조업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 소재산업이 집중육성을 통한 저성장 돌파구 마련

  ② 울산지역 경제과제 해결노력

      → 주력산업 고도화, 중소기업·중견기업 육성, 노사문제 해결, 항만·항공 등 기업지원서비스 구축, 관광자원 활

         성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공공병원 건립,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반구대암각화 보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ICT융합인더스트리4,0(조선해양), 울산통합파이프렉구축 시범사업 추진, 고체연료사용규제

            완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유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국립 3D프린팅 연구

         원 설립, 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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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형적 가치  

사업명 내용
당연회원

가치
임의회원

가치
비고

교육 
및 

연수

노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0 1,000,000 연2회

울산경제포럼 조찬 등 지원 1,000,000 1,000,000 연10회

최고경영자과정(UCA) 수강료 165만원중 회원 20% 할인 330,000 330,000 연1회

연말정산 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2회

법인결산과세무조정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개정세법 설명회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인사·노무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2회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노무관리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2회

FTA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2회

경리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원천징수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지출증명 세무회계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중소기업 CEO를 위한 절세대책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계정별 회계감사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재무재표 분석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기업 세무조사 사례분석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임금설계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실무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환율 및 유가 전망 설명회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FTA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교육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새로운 FTA시대 종합무역실무과정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글로벌 리스크 분석과 경제동향 설명회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설명회 회원업체(무료), 비회원업체(수강불가) 100,000 100,000 연1회

일학습병행제
신입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비용 및 
인건비 지원

최대(5인기준)
73,012,000

최대(5인기준)
73,012,000

연중

사업명 내용
당연회원

가치
임의회원

가치
비고

인증 
발급

서명등록 1건/년 55,000 55,000 연중

원산지증명 회원사 무제한 무료(7,000원/건) 84,000 84,000 연중

기타증명 회원사 무제한 무료(7,000원/건) 84,000 84,000 연중

기업신용관리 서비스
업체 신용정보와 신용등급 무료 제공
(코참비즈 프리미엄 회원 대상)

1,120,000 1,120,000 연중

IT
서비스

기업용 메일
자사 도메인 사용, 대용량 메일 서비스
웹하드 2G제공, POP3.SMTP 기능 제공

500,000 500,000 연중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제작페이지 10P이내, 웹호스팅 지원 660,000 660,000 연중

창립
기념일

축하선물 1건/년 50,000 10,000 연1회

CEO 생신축하 1건/년 50,000 - 연1회

경조사 서비스 사옥이전, 대표이사 취임, 표창 100,000 50,000 연중

회의실
7층(450석) 당연 무료, 임의 50%할인  1,543,500  771,750

월1회

6층(100석) 당연 무료, 임의50%할인  690,000  345,000

종합직무능력검사(K-TEST) 신입직원 채용시, 인성(1인당) 25,000 25,000 연중

통ㆍ번역서비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20여개국 언어 
지원

500,000 250,000 연중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해외기업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 제공 250,000 150,000 연중

바이어찾기 및 맞춤형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과 협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300,000 150,000 연중

계간지 ‘UCCI’ 배부
울산상의 활동, 경제동향분석 회원사소식 
및 각종기업정보

16,000 16,000 연4회

신년인사회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 및 
회원사 신년모임 초청

20,000 20,000 1월초

상공대상 시상 (경영,기술,안전) 3월중 2,000,000 2,000,000 1회

모범사원 표창
(창립기념일,노조대의원대회)

회사 행사시 상의에 요청 30,000 30,000 1회

울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식재산교육,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지역디자인가치제고

최대
70,000,000

최대
70,000,000

연중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서울역사 내 비즈니스 공간 지원 120,000 120,000 연중

산업평화상 산업문화축제 행사 시 시상 3,000,000 3,000,000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