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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50-7928 / jamescho@korcham.net / 회원지원팀 / 조수웅

화상회 : 제 3 호 2023. 01. 03

수    신 : 기업 대표(이사)

참    조 : 재무 및 총무 부(서)장

제    목 : 2023년도 기업현황 조사 협조 의뢰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업에 적합한 서비스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실태 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3. 조사기간 및 제출방법

  가. 조사기간 : 2023. 1. 3(화) ~ 1. 31(화)

  나. 조사대상 : 연간 매출액 50억 이상 업체(2022년 기준)

  다. 제출자료 : ①[붙임1] 기업현황 조사표, ②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2022년도 상/하반기)

  라. 제출방법 : 2023. 1. 31(화) 까지 이메일(jamescho@korcham.net) 전송
(제목: 기업현황조사표_기업명) 또는 팩스(031-350-7990) 회신

4. 관련법령

[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대장)]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
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ᆞ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031-350-79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성상공회의소 기업현황조사표 1부.  끝.



[붙임 1] 화성상공회의소 기업현황조사표 1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본 서식(.hwp) 참고]

수신 및 문의처 : E-mail : jamescho@korcham.net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조수웅 대리(☎031-350-7928)  

화성상공회의소 기업현황조사
Survey of HSCCI's Membership Status

(※ 상공회의소법 제17조에 의한 의무사항)  Member's duty under the chamber's Act 17

화성사업장 일반현황  General Status in Hwaseong    2022년 12월 31일 기준  As of December 31, 2022. 
회사명Company Name

국문 Korean 대표자Representative
국문 Korean

영문 English 영문 English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본사 사업자등록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for Head Office            -     - 
법인등록번호Corporation Registration No                  - 기업규모Corporate Size

 대기업 Large Enterprise     (    ) 중견기업 Medium Enterprise (    ) 중소기업 SME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Business Unit Taxation
시행여부/시행일자Date of Enforcement

∙ 시행 Enforcement (    )   미시행 Non-Enforcement (     )∙ 시행일자 Enforcement Date   :     년 Year     월 Month     일 Day

화성지역 상시종업원수Employees in Hwaseong
       명       Person

업종Sectors 주요생산/취급품Main production 
주소 Address  □□□□□
대표전화 Tel  (    )       - 대표팩스 Fax  (    )       -

※ (   )의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V체크  Please check V in the blank as concerns
화성사업장 매출액 현황 Sales Revenue Status in Hwaseong                       (단위 : 원)  unit : won 

구분Distinction 과세매출Sales revenue 영세매출Sales of zero tax 면세매출Sales of tax exemption 소계Total sales
상반기 First half of Year(2022.1.1~6.30)

하반기 Second half of Year(2022.7.1~12.31)
  ※ 화성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제출  Please adding upTotal salesin Hwaseong.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21, 서식34, 또는 서식 28 Please submit the Form 21, Form 34 or Form 28 of Vale-Added Tax Declaration.
    1) 사업자단위과세업체 : 서식28 (개정前 서식 17의3)  2) 총괄납부업체 : 서식34 (개정前 서식 12의2)  3) 일반사업자 : 서식21 (개정前 서식12)
  작성자 Contact Point 

성  명Name 부서/직위Department/Position /
전화번호Tel

사무실 Office 팩스번호 Fax
휴대폰 Mobile E-mail

※ 화성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을 준수하고 회원 가입 이외의 상공회의소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입·이용)에 의거하여 상기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E-mail 등) 및 회원대장에 기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오니, 활용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Contact info : T. 031-350-7922~8   E. jamescho@korcham.net

추가 첨부 자료와 함께 상기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We submit membership-status as above.
2023년 Year    1월 Month    일 Day

추가 첨부 자료 :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2022년도 상/하반기)

mailto:jamescho@korcham.net
mailto:jamescho@korcham.net


[붙임 2] 상공회의소 법령 및 사업 안내 1부

상공회의소 법령 안내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활
동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온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내 최고
의 종합경제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                   (일부개정 2014.1.21, 법률 제 12293호)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
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
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
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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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
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
다. ②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비를 내야 한다.

회 원 회 비

• 반기매출 25억 이상 : 반년 매출액 × 10%(부가세율) × 2.8/1,000(부과

율) × 90%(납기내공제)

• 반기매출 25억 미만 : 반년 회비액 250,000원

• 특별회원(협회 ․ 조합등) : 반년 회비액 750,000원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지원 사업 안내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담당팀

조사/건의
대정부 건의 및 각종 조사

국제협력·통상현안, 금융·세제관련, 대북진출 및 투자, 유통·물류, 중소기업 경영애로

조사진흥팀
(☎:350-7940~3)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정책, 지역산업경기, 지역업종동향, 경제지표조사, 산업단지애로

기업규제현안설명회 기업관련 신규 입법 및 현안 설명회·간담회

기업지원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기업DB조사 업데이트를 통해 ‘온라인 기업정보 검색 서비스(www.hsinfo.or.kr)’ 제공

회원기업 경쟁력강화지원 검·교정, 지식재산권 등록, 인증 획득 지원 사업 

회원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수도권 버스외부광고 지원

환경경영 지원
환경 지도점검 및 화확물질 관련 컨설팅 

ESG 경영 컨설팅 (공급망 ESG진단 및 평가, 실사 등)

바이오산업 지원
바이오헬스 분야 인증취득 컨설팅 (GMP, ISO, FDA 등 국가공인인증기관 발급 인증 컨설팅)

GMP교육 지원 사업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산업안전재해예방

산업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경영책임자용, 안전관리 담당자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안전관리 밀착지도 컨설팅 (안전관리자 역할지도 등)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컨설팅 (인정서 취득) 

기업경영지원 

공공조달 및 해외입찰 컨설팅(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지원, 벤처나라 등록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운영(https://hwaseongcci.bidpage.co.kr)/ 1:1 전자입찰 컨설팅

인적관리 최적화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무료방문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 14개 분야 33명 자문위원)

기업경영 리스크 관리 지원 (PL보험, 중대재해처벌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 영문영업배상, 풍수해 보험 등 지원) 

기업휴먼
네트워크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도지사 및 시장,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 개최 (지역 경제인 교류의 장)

화성경제인포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에 유관기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 명사를 초청하여 
경영·경제·인문·리더십·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조찬 제공 교육사업팀

(☎:350-7930~4)
차세대경영자포럼 안정적인 경영승계 및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발굴·육성을 위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정보 교류 지원

지속가능경영실무위원회 관내 선도 우수회원사의 인사·총무부(서)장 간 정보교류 및 유관기관 간담 실시

회원지원팀
(☎:350-7922~9)

신규회원업체 간담회 신규회원업체를 초청하여 상의 지원 사업 안내 및 회원증 전달, 상호교류의 시간

각종 포상 추천 각종 포상 추천 및 상공의 날 대정부 포상 추천, 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및 유관기관장 표창

기업인협의회 지원
지역별(읍·면·동)기업인협의회, 특성화(수출, 여성, 산악회, 소공인, 이업종)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교육사업

고용보험 환급교육 회원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교육사업팀
(☎:350-7930~4)

비환급교육 계층별, 분야별, 시기별 기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개최하여 회원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지속가능경영 트렌드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경영 및 기술 트렌드 교육을 분야별로 지원, 관내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기관협력교육 기업체 안전보건교육,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체에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무료교육(방문/온라인) 회원기업 법정의무교육 등 무료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실시, 코로나시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화성상공회의소 인문학습원 관내 기업인의 인문적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 B2B거래 활성화 유도

기업체 모범사원 해외연수 기업체에서 추천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파견, 선진기업 견학 및 지역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참가자 견문 확대

수출지원
무역인증
회원증명

무역인증
무역인증(C/O, 한아세안 FTA,  한중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등) 
회원 무료발급  ※ 비회원 수수료 : 일반C/O 및 무역증명(1건 9,000원) (※ 서명등록 비회원 수수료 : 1년 55,000원)

통상전략팀
(☎:350-7921)

수출업무컨설팅지원 수출전문가의 수출업무 컨설팅 상시지원

통상전략팀
(☎:350-79502)

어서와, 화성은 처음이지 주한 외국 기업인과 대사관 관계자 초청, 회원사 기업투어 및 매칭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 타깃시장 보고서 및 신규 바이어 정보 제공

산학협력 중국시장 컨설팅 지원 성균관대학교 중국경영대학원 협업 중국시장진출 솔루션 컨설팅 보고서 지원 (대학원 1학기 과정)

해외무역사절단 및 산업시찰단 파견지원 베트남 시장 전기·전자 분야 사절단 파견 지원

수출업무컨설팅 및 통번역 지원 수출전문가의 수출업무, 수출계약 및 무역서류, 수출관련 이메일 혹은 서신번역, 바이어 통역지원

화성시수출업무
지원센터

(☎:8059-6401~3, 
0054)

해외세일즈제작지원 외국어로 제작하는 인쇄용 홍보물, 웹사이트 제작비의 50%지원 (최대 200만원)

유튜브영상물제작지원 외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물 1편의 제작비 80% 지원(최대 400만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페이스북, 링크드인 플랫폼, 구글검색광고 통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외국어 통번역지원 통번역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 통번역서비스, 비용 80% 지원(누적 50만원, 연간 2회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주요 타깃지역의 바이어 발굴 및 1:1상담 매칭주선(CIS, 중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예정)

해외전시회 해외 유망전시회 부스참가 비용 및 파견지원(호치민기계, 두바이오토메카니카, 2024미국CES 예정)

수출물류비 지원 해상, 항공, 특송 등 해외수출에 수반된 물류비 일부 지원(최대 500만원)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일부 지원(최대 500만원)

수출에이전트 활용 지원 해외 판로개척, 수출거래, 상시 컨설팅 및 통상업무지원, 최대 400만원 지원(인니, 베트남, CIS 예정)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한국기업 1:1매칭 상담주선, 관내 유망기업 방문 및 경제교류 협력 증진

2024 세계시장진출전략 세미나 2024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안내 및 세계시장진출전략 강의

행사지원 회원업체 행사지원 회원업체 각종행사 및 경ᆞ조사 지원 회원지원팀
(☎:350-7922~9)회원연수 회원업체 연수프로그램 회원업체 대표이사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국ᆞ내외 연수프로그램 실시

인력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도약일자리 지원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 시 채용장려금 60만원 * 12개월 지원,
채용 후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지원(2년 총 1,200만원)

공공사업팀
(☎350-7900, 내선4)

화성시 청년고용지원사업 화성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6개월 300만원)

화성시 신중년고용지원사업 화성시 거주 신중년(만45세 이상~ 만6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 (6개월 360만원)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만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3개월 이상 고용유지, 40만원 * 6개월)

내일채움공제(연계형 포함)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목돈 지급 지원

국가기술 자격검정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무역영어, 비서, 전산회계운용사, 상공회의소 한자 등 정기검정 및 상설검정 시행,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상설검정장 (화성시 진안동 소재) 

화성시일자리센터 구인 기업체에 구직자 알선 및 취업지원 (채용행사 및 유관기관 사업 연계 등)
화성시일자리센터

(☎:5189-4211~4)

소공인지원
(10인미만 
제조업체)

교육사업
CEO 인식개선(경영대학), 기술특화교육(용접, 전기), 실무중심교육(인사노무,세무), 최신트랜드교육(4차혁명 대응 스마트)
맞춤형 특화교육(비지니스 문서작성,마케팅·홍보,안전관리,스마트공장, 정부공모사업, 경영프로세스,수출 첫걸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54-3641)

마케팅사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간판제작 지원, 홈페이지 구축 지원,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컨설팅사업 경영혁신 컨설팅, 개발혁신 컨설팅

지역업종 특화 및 협업사업 국·내외 인증지원, 시제품 개발지원, 생산·공정 환경 개선사업,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공동연구회 지원

교육사업 3D 설계(CAD), 2D 설계(Auto cad), 3D프린터, 설비운영 맞춤형교육, 영상촬영 및 편집 실무 교육,

소공인복합지원센터
(☎296-7900)

마케팅사업 우수개발품 전시 및 홍보

역량강화 정부공모사업 참여지원

기술지원 One_Stop 지원(설계, 가공, 측정, 시제품, 전시 홍보 지원, 입주 사무실 지원)

인력개발 청년소공인 육성캠프, 예비소공인 창업 지원

시설 지원 시설 대관 회의,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회원업체 시설 대관 시, 대관료 50% 할인
경영기획팀

(☎:350-7916)

http://www.hsinf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