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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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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소
개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1. 무역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와 
무역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무역협회는 누가 가입하나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들이 주요 회원사이며, 현재 무역업체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하여 각종 무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는 창립 초기 105개 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4,000여 개의 무역
업체들이 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2020년 5월 말 기준)

무역협회 A to Z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1. 회비 완납사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회원혜택

매년 연회비 15만원으로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가 되어, 모든 종류의 회원혜택을 
한 번에 누리세요!

협회에는 KITA 회원 할인서비스,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KITA 수출바우처 등
수출 부대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해주는 각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만 활용하셔도 납부한 연회비를 초과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최초 가입 시에만 가입비 20만원 추가 소요
** 세부 내용은 p.28 「KITA 회원 할인서비스」, p.21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p.18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사업설명 참조

2. 연회비를 내지 않고도 모든 회원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법인카드만 사용했을 뿐인데 연회비 대납까지!

KITA 멤버십카드(법인카드) 발급 후 이용실적을 충족하면 협회 연회비를 카드사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이제 똑똑하게 연회비 면제받고, 다양한 회원 전용 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  세부 내용은 p.26「KITA 멤버십카드 이용」참조

· 회원가입 절차

[참고] 회원가입 안내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회원/업무지원  회원사 가입 
※ 필요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오프라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온라인

오프라인
(FAX/방문)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가입 신청서 작성

1단계

파일첨부 또는
 FAX 발송

FAX 발송
또는 방문제출

서류 제출

2단계

회비 납부

3단계

kita.net에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결제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회원증 발급

4단계

회원증 사본
FAX 수신
*원본은 익일
등기우편 발송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현장 지원

무역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서울사무소 및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한 수출입 기업 실무 지원

 무역애로 건의   무역실무 상담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통번역 지원      FTA 컨설팅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B2B/B2C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바이어-셀러 매칭 수출상담 주선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 지원

- 해외 전시회 / 국가관(지자체관) 참가 지원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우리 무역의
방향성 제시 및 정책 방안 마련

- 산업 / 시장 / 최신동향 무역연구서 발간

- 민간 통상협력 활동

- 무역통계 작성

01

03

02

04
무역협회 회원가입 문의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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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무역협회 활용 TIP!

Q. 무역 실무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싶다면?

「TradeSOS 무역실무 상담」을 통해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 
온라인 상담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포털
(membership.kita.net)을 통해 이용하세요.

Q. 무역 관련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매일 아침 「굿모닝 KITA 뉴스레터」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무역정보를 받아보세요!

Q. 무역 지원사업의 최신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역협회 사업일정은 홈페이지(kita.net) 「KITA
사업일정」에서, 전체 무역 유관기관의 사업일정은

「무역지원사업 일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회원사와 비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이는?

협회는 전체 무역업계를 위해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외에, 회원사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전용 서비스의 경우 회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다. 

Q. 협회 각종 사업과 소식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앱스토어에서 ‘무역협회’를 검색하여 「Smart KITA」
어플을 다운받으면 각종 무역통상정보, 회원 서비스,
온라인 상담 등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66-5114

membership.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접속 

[무역통상정보] 클릭  [굿모닝 KITA 

Newsletter] 클릭  상단 [신청하기] 클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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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무역협회 서비스

·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 회원 업무 종합안내  업무지원포털

Smart KITA 다운로드
(URL : bit.ly/3d4yqMG)

주요 서비스

이용안내

· 무역뉴스, 연구보고서, 무역실무매뉴얼 등 각종 무역통상정보 조회

· 해외무역 통계, 해외부품소재 통계, 맞춤분석 통계 등 무역통계 조회

· 협회 사업, 공지사항, 국내외 지역본부 등 협회 관련 소식 조회

ㆍ  PC버전 : 국문 서비스 kita.net / 영문 서비스 kita.org
·모바일 앱 : Smart KITA(iOS, Android 지원)

주요 서비스

이용안내

· 무역 애로사항 건의, 무역실무 상담 등 각종 전문상담/컨설팅 이용

· 수출입실적, 회원/회비, 아카데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협회 지원사업 및 회원 전용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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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무역협회 서비스

· 국가무역 정보포털  TradeNAVI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주요 서비스

이용안내

· 최신 관세율·무역규제 정보 조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이용

· 키워드/HS코드/국가/업종별 무역정보 통합검색 이용

· 특정 국가/업종 관련 무역 보고서 조회

ㆍ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or.kr

주요 서비스

이용안내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국가별로 조회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조회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형 통계 이용

  * 해외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

ㆍ  K-stat  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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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는 서비스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은?

➊ 무역정보 수집

➋ 수출 준비

해외 시장정보
- KITA.net
  *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 TradeNAVI
  * 최신 해외 시장정보

- 국제 무역/통상정보·50P   
- K-stat·52P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무역 실무교육 및 인력 매칭

-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22P
- 무역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57P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18P  * 통번역, 홍보물 제작 등

- KITA 멤버십카드 이용·26P  * 법인 신용/체크카드

- KITA 회원 할인서비스·28P  * 국제특송, 해외출장, 인증 등

자금 지원
-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20P
- 수출단체보험료 지원·21P

기업 맞춤 정보
- My Trade·32P
  *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 조회

     및 유망시장 추천

무역실무 정보
- 무역회계·세무
- 품목별 수출입요령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무역통상정보] 참고

➎ 수출입 실적 활용

증명서 발급
- 수출입 실적증명서·62P

편의서비스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63P
- 무역분야 추천서 발급·64P
  *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외국인 비자(사증) 발급 추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66P

➌ 상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개척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31P
- 해외마케팅 지원·44P
   * 전시회/상담회,

     무역투자사절단 등

온라인 마케팅
- tradeKorea·46P
  *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 Kmall24·47P
  * 한류 온라인 쇼핑몰

➍ 계약 체결 및 수출

수출입 상담/건의

- TradeSOS 무역실무 상담·36P
-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38P

수출입 컨설팅
-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37P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化·39P
- FTA/물류 활용 컨설팅·40, 41P

우수 무역기업 시상
-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68P
-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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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1

회원혜택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회원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납부한 회비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회원혜택,

한국무역협회이기에 가능합니다.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회
원

혜
택



18   한 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회원혜택   19

회
원
혜
택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구분 과정

(1)수출준비

① 외국어 통·번역 이용료
   ·한국무역협회 통번역서비스 센터에서만 이용가능
   ·이용가능 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18개 언어
   ·서비스 범위 : (번역)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등 
                       (통역) 전시회, 공장방문, 국제전화 등
   ·바우처 지원금은 협회 직접 정산, 나머지 업체부담금만 별도 정산
②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③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④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비     ⑤ 수출상품 광고비
⑥ 무역아카데미 On/Off-line 강의 수강료

(2)시장개척

⑦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지정 이용기관 : KOMPASS, KOTRA, EC21
⑧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
 ·지정 이용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⑨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
 ·지정 이용기관 : Alibaba, EC21, KOMPASS, Amazon, eBay
 ·이외 이용 희망 시 사전 협의 필수
⑩ COEX 주차비

(3)바이어발굴 ⑪ 수출운송비

혜택소개

회원혜택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ㆍ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ㆍ  수출 단계별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비용을 선집행한 후, 90% 환급(자부담 10%)

(단,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100% 정산가능)

※ ① 외국어 통·번역, ⑦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⑧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⑨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이용은 지정 이용기관에서만 바우처 정산 가능 

세부내용

세부내용

이용안내

ㆍ연차별 바우처 지원 한도

ㆍ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구분
로얄

(회원가입
21년 차 이상)

골드
(회원가입

11~20년 차)

실버
(회원가입

1~10년 차)

지
원
사
항

①기본 90만원 70만원 50만원

②추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한도

(①+②)
100만원 80만원 60만원

(회원사)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자체집행

(무역협회) 정산금 지급   

(회원사) 예산 배정 신청(온라인) 

(무역협회) 예산 배정

(회원사) 정산신청 및 증빙제출(온라인)

신청절차

* KITA 멤버십카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해 年 10만원 추가 지원
  (p.26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참조)

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1

3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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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소개 ㆍ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

ㆍ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신청자격

① 수출마케팅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
     방문, 해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 홍보/시장조사 등
②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국내, 해외) 혹은 완제품(국내) 구매

자금용도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신청절차

(회원사) 융자추천 신청(온라인)  

(은행) 회원사에 대출실행

(무역협회) 추천업체 선정

(회원사) 은행에 추천서 제출 및 융자심사

(무역협회) 심사 통과 시 은행에 자금 전달

신청절차

ㆍ  융자금리 : 연 2.75% 
ㆍ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후 年 4회 균등 분할상환)
ㆍ융자한도 : 최고 3억원(가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세부내용

로얄(가입 21년 차 이상) 골드(가입 11~20년 차) 실버(가입 1~10년 차)

3억원 2.5억원 2억원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 융자 신청 전
   주거래은행
  여신한도에 대한
  사전 확인 권장

※ 신청가능 은행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신청(온라인) 

(무역협회) 탈락업체 자부담금 환급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청약

(무역보험공사) 심사 및 결과안내

1 1

2

3

5

4

3

2

4

5

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혜택소개 ㆍ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가입 시 보험료 지원

ㆍ  중소중견플러스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ㆍ  수출안전망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신청자격

ㆍ  수출보험 2종 중 선택하여 가입세부내용

구분 ① 중소중견플러스 ② 수출안전망

연간 보상한도 5만 달러 2만 달러

보험료 200달러 20달러

지
원
액

로얄(가입 21년 차 이상) 100%
(전액지원) 100%

(전액지원)
골드(가입 11~20년 차)

실버(가입 1~10년 차)
80%

(업체 부담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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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소개 ㆍ  무역 실무 단기교육 수강 시 수강료 20% 할인

세부내용

혜택소개 ㆍ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2층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ㆍ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일 또는 협회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회원사 

신청자격

분야 개설 강좌

무역실무

 -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과정

 - 무역 심화과정(신용장, 운송/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과정

 - 전문가 과정(화장품/의류섬유 등)

 - 창업과정

무역마케팅

 - 마케팅 전략 & 실무 과정(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 과정

 -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ㆍ  사무공간 현황

ㆍ  입주기간 : 1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ㆍ  입주비용 : 12개월 이용료 및 관리운영예치금(선납) 

ㆍ  제공 서비스 
   - 공용 사무기기 및 인터넷 이용 가능
   - 우편물 수취, 내방객 안내 등 업무보조 서비스 제공

ㆍ  모집방법 :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입주사 선정

ㆍ  모집시기 : 연중 수시

세부내용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
(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트레이드벤처플라자 입주

ㆍ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이용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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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완납 회원사 전용

혜택소개 ㆍ  연회원(유료) 가입 후,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ㆍ경제·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
  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ㆍ강연 참석 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의 조찬 식사
   제공  * 개최 장소는 변동 가능

신청자격

이용안내

ㆍ  조찬회 연회원에 가입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 조찬회 연회원제는 무역협회 회원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협회 회비 완납사만 가입 가능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세부내용 ㆍ  일시 : 매월 중·하순경 07:20~09:00(年 10회, 8월/12월 제외)

ㆍ조찬회 연회비 중도환불 불가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00만원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 협회 신규회원사는 가입 연도에 한해 1회 무료참석 가능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석

혜택소개 ㆍ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내 위치한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부내용 ㆍ  위치 :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 코엑스 1층

ㆍ  이용시간 : 09:00~18:00(월~금, 공휴일 제외)
  * 업체당 일 최대 2시간, 주 3회까지 이용 가능

ㆍ  이용시설

회원사 전용 

구분 장소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동문)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인터넷 검색대, 프린터(흑백), FAX,
TV 모니터(8인실), 화상회의 장비

ㆍ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신청
                 (단, 온라인 사전예약자 우선 이용)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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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멤버십카드 이용(신용/체크카드)

혜택소개 ㆍ  연간 사용실적에 따른 회비 대납 혜택이 있는 회원사 전용
   법인카드(신용/체크, 연회비 없음)

구분 현대카드
(VISA/Master/Unionpay)

IBK기업은행
(VISA/Master)

KB국민카드
(VISA/Master)

하나카드
(VISA/Master)

공통
혜택

- 코엑스몰 주차할인(연간 15회, 1일 1시간)  * 현대카드 추후 도입 예정

- 인천공항 ↔ 한국도심공항 리무진 요금 편도 2,000원 할인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코엑스) 객실 10~15%, 레스토랑 식료 15% 할인
- 신라스테이(전국 11개 지점) 객실 10%, 식음료 10% 할인
- 오크우드 코엑스 객실 10%, 레스토랑 & 바(5층) 식음료 10%, 패키지 5% 할인
- 코엑스 주최/주관 전시회 무료입장

포인트
적립

신용 0.2%
체크 0.4%

신용 0.2% 신용 0.1%
Master 0.2%,
VISA 0.1%

무역협회
회비지원

이용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1천만원 이상 5만원
2천만원 이상 10만원
3천만원 이상 15만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충족 시

전액 지원

이용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1천만원 이상 5만원
2천만원 이상 10만원
3천만원 이상 15만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충족 시

전액 지원

호텔 -
Hotels.com 8%,

Expedia 10% 할인
해외호텔

7~8% 할인
국내 특급호텔
객실, F&B 할인

렌터카 /
항공

카쉐어링 딜카
5% 할인

아시아나 항공권
최대 15%,

Hertz 최대 10% 할인

국제선 항공권
5% 할인

Hertz, AVIS 렌트카
/항공권 할인

인천공항
라운지

年 3회
(마티나, 

스카이허브)
-

年 2회
(마티나,

스카이허브 등)

VISA -
무료(PP카드),

Master -
年 2회(아시아나)

발렛
파킹

月 3회
(호텔·인천공항)

- -
月 3회

(호텔·인천공항)

여행자
보험 최대 8억원 최대 3억원

최대 1억원
* 항공권 /

패키지상품 결제시

최대
6.5억원(VISA)

기타
혜택

- 해외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 법인카드영수증      
  무증빙 경비처리      
  도입비 면제
   (1,500만원)

-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25원 할인
- 공항 운송서비스
   (ZIMZOM) 25%  
   할인

- 세무정보 
  지원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휴/폐업
   조회 등) 

- 동화면세점,
   워커힐면세점
   최대 15% 할인

회원사 전용 

* 카드사별 이용혜택은 추후 변경가능

이용안내   ㆍ온라인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ㆍ  전화
현대카드(1577-0100), IBK기업은행(1566-2566)
 KB국민카드(1588-1688), 하나카드(1800-1111)

신청절차

(무역협회) 카드사에 신청서 전달

(회원사) 온라인 신청

(회원사) 제휴 금융기관 방문하여 서류제출

(제휴 금융기관) KITA 멤버십카드 발급

(제휴 금융기관) 전화상담

1

2

3

5

4

* IBK기업은행카드는 온라인 신청 및 전화상담 없이
  가까운 IBK기업은행 바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현대카드는 방문 및 전화상담 없이 온라인 신청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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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해외인증

한국경영정보 인증컨설팅 수수료 최대 20% 할인

CCIC KOREA 자료 심사비 최대 10% 할인

특허 /
지적재산권

특허법인 이룸리온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이상 할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할인

시험 /
검사 / 포장

㈜인테크CNS

수출포장비 최대 10% 할인,

출장비 및 운송비 5% 할인,

위험물포장 취급수수료 5% 할인

신용정보 /
대금회수

NICE 신용정보
접수비 최대 73%, 성공보수 수수료

최대 32% 할인

NICE D&B

기업신용조사보고서 최대 22% 할인

글로벌 기업식별코드 DUNS 번호 발급 

수수료 최대 20% 할인

NICE평가정보 기술, 기업, 개인신용평가 20% 할인

범용 공인인증서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50% 할인

외환수수료 우대 KB국민은행 각종 수수료 최대 80% 할인 및 면제

지식정보 SERI CEO
SERI CEO/PRO 2개월 무료수강,

연회비 20% 할인

* 최신 제휴현황은 홈페이지 참조

혜택소개 ㆍ  수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 관련 서비스 제휴 할인

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DHL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우체국 EMS 전세계 배송비 최대 33% 할인

슌펑 익스프레스 중국 배송비 20% 할인

통번역

중앙통역번역센터 번역비 최대 58% 할인

팬트랜스넷 번역비 30% 할인

에버트란 번역비 30% 할인

플리토 번역비 최대 15% 할인

출장
(항공/호텔/
보험/로밍)

호텔패스 호텔예약 최대 77% 할인

현대해상 해외출장/여행보험료 20% 할인

레드캡투어 항공권 최대 20% 할인

㈜와이드모바일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대여 20% 할인

(와이파이도시락)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최대 9% 할인

신라스테이 호텔 숙박 최대 72%, 조식 최대 61% 할인

정보보안 /
클라우드

다우데이타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최대 20% 할인

보안1번지 정보보안 서비스 10% 할인

KITA 회원 할인서비스 회원사 전용 



30   한 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회원혜택   31

회
원
혜
택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혜택소개

세부내용

ㆍ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타겟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 관심바이어는 제품 특성 및 현지시장수요 등에 따라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ㆍ  신청대상 : 회원사 중 tradeKorea.com 기업회원 
ㆍ  신청조건 : 1회 신청 당 3개 지역(年 최대 3회)
ㆍ신청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국가, 베트남, 인도,인도네시아
   ※ 서비스 대상 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영문페이지 회원가입
트레이드코리아 영문페이지(tradekorea.com)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국문페이지 접속
트레이드코리아 국문페이지(kr.tradekorea.com)

(회원사) 영문 상품 등록

(회원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선택

(무역협회) 해외바이어 발굴 결과 안내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1

2

3

4

5

회원사 전용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이용절차

(회원사) 제휴 할인 서비스 선택 및 이용

(회원사) 온라인 신청

(제휴사) 회원사 상담(전화, e-mai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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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정보 관리

수출 상위 5개 품목 수입 상위 5개 품목

유망시장 추천

2019년 10월까지 최대 수출품목은 HSK 2710193000으로 수출 금액은

66,194,954달러이며, 이는 동 품목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 11.1% 보다는 낮은 ▼ 64.8%를 기록하였습니다.

TOP 5

항공용이나 우주항..
10.2%

메탄올(메탄알코..
8.6%

철근(붕소의 함유..
6.0%

갈비
4.6%

기타
4.3%

기타
66.2%

경유
11.4%

TOP 5

기타
10.2%

그 밖의 방향족
7.9%

기타
5.5%

기타
59.5%

프로펜(프로필렌..
5.4%

2019년 10월까지 최대 수입품목은 HSK 9014200000으로 수입 금액은

38,352,395달러이며, 이는 동 품목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 3.0% 보다는 높은 ▲ 31.0%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달러, %)

HSK코드 금액 증감률 비중

2710193000 66,194,954 ▼ 64.8% 11.4%

9306309000 58,888,578 ▼ 50.1% 10.2%

2709500000 45,615,120 ▲ 90.2% 7.9%

(단위 : 달러, %)

HSK코드 금액 증감률 비중

9014200000 38,352,395 ▲ 31.0% 10.2%

2905110000 32,428,137 ▼ 24.2% 8.6%

7228601000 22,536,301 ▲ 330.5% 6%

* GDP는 추정치와 전망치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e : 추정치(estimates), f : 전망치(forecasts))

순위 수입국
국가지표

GDPf (10억 달러)
인구

(백만명)
수입

통관지수
Country

Risk
수입 증감률
(최근 3년 평균)

수입액
(천달러)

점유율
기본
세율

규제
종합
점수

1 대만 634 23 0.0 1 55.3% 18,092,510 30.4% 0.0% 0 86.9

2 중국 15,468 1404 0.0 2 27.3% 123,263,288 51.7% 1.2% 0 86.2

3 홍콩 634 7 0.0 2 23.3% 46,080,480 36.5% 0.0% 0 82.8

 0-20   21-40   41-60   61-80   81-100

혜택소개

세부내용

ㆍ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ㆍ  우리 회사 수출입 실적을 품목/국가별로 조회 가능

ㆍ  국내총생산(GDP), 인구, 신용도, 수입규모, 점유율 통계
정보에 기반한 종합 유망시장 추천

ㆍ  관심 시장별 세율/규제, 전시회, 해외오퍼 정보 등 제공

ㆍ  검색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
정보, 멘토링 서비스 등 맞춤 추천서비스 제공 

My Trade -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ㆍ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메인화면 내 추천서비스 아이콘 클릭

이용안내

My Trade 서비스

소개 영상 보기
(URL : bit.ly/39nqjZl)

회원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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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상
담

2

무역상담

복잡한 무역실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역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무
역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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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상
담

서비스 소개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ㆍ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 1:1 컨설팅 제공

세부 상담분야 구분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수출입절차/신용장/
대금결제

월~금

09:00
~

18:00

전문 상담역

통관/관세환급/
HS분류

월~금 관세사

무역분쟁 대응 월 국내 변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국제 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외환/환리스크 목 외환 전문가

해외규격/인증 월~금 인증 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

파워셀러

인사/노무 온라인 공인노무사

서비스 소개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ㆍ  무역실무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와 실시간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무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   수출입 절차, 관세율, 계약체결, 대금결제, 해외인증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전문 답변 청취

상담안내 ㆍ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무역상담

해외마케팅

세부 자문분야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

01

해외마케팅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실무02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경영자문04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무역지원제도 안내03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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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서비스 소개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

ㆍ  무역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유관기관 협의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해결 지원

ㆍ접수, 검토, 처리경과, 완료 등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서비스 소개

지원범위

지원대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化 지원사업

ㆍ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집중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 달성까지 밀착지원

ㆍ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 계약, 이행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실무
   *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ㆍ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이용절차

참가 신청

(무역협회) 서류 검토

(무역협회) 현장 방문

(무역협회) 결과 안내

이용절차

ㆍ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이용안내

애로/건의 접수 ㆍ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애로 접수
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무역협회) 애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무역협회) 결과 공유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1
1

2

3

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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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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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FTA원산지관리·비관세장벽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ㆍ  (FTA원산지관리)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FTA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ㆍ  (비관세장벽) 다양한 분야의 해외인증 취득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수출입 운송비 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소개 ㆍ  무역협회 물류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비 할인 서비스 제공
ㆍ  수출입 물류 관련 모든 상담 제공

이용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물류포탈(shippersgate.kita.net)

지원내용

지원내용 분야 세부 지원사항

FTA
원산지
관리

방문
컨설팅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서류 및 증빙 관리, 검증 대응방법 등
   사후관리 지원

FTA
교육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FTA
정보
제공

·협정별·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FTA 협정문, 연구·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비관세
장벽

해외인증
컨설팅

·해외인증 관련 기초정보 제공
·인증 취득 세부절차 안내 및  
   인증 신청문서 작성 지원
·수출대상국 기술기준/표준 관련 상담

지식
재산권
컨설팅

·국가별 지재권 보호 규정/이슈 안내
·지식재산 권리화 방안 자문 및 
   지재권 침해 이슈 대응 솔루션 제공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우대요금
  적용(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애로 상담

방문컨설팅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주요 컨설팅 분야>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상담안내신청방법 ㆍ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ㆍ  FTA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ㆍ  방문 : 트레이트타워 3층 FTA종합지원센터(서울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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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해외바이어와 해외고객을 한 번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새로운 온/오프라인 시장을 개척해보세요!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해
외

시
장

 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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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구분 지원사항

국내 전시회
개최

·국내에서 국제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한 
   수출기업 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전 세계 유망 바이어와 국내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해외 현지에 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 조사, 교류협력 및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 제공

서비스 소개

해외마케팅 지원

* 전시회/상담회 일정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일정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Fortune 500
Connect

·해외 대/중견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복합쇼핑몰
테스트베드 사업

·국내외 복합쇼핑몰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시연 및 테스트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최대 3,0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국내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국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스타트업 기업 지원

최신 해외마케팅

사업일정 조회하기
(URL : bit.ly/39ncxWG)

이용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ㆍ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innobranch.com)
ㆍ스타트업브랜치(startupbranch.kita.net)
ㆍ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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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온라인 쇼핑몰

Kmall24

서비스 소개 ㆍ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노출 및 B2C 판매
ㆍ  간편 회원가입, 해외PG 결제수단 적용 등 해외 판매 최적화

신청자격 ㆍ Kmall24 입점가입 회원(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세부내용  <사이트 특징>
ㆍ  별도의 입점비, 운영비 등 없음(단, 정산수수료 0.5% 발생)
ㆍ  이베이, 티몰 글로벌, 쇼피 등 해외 오픈마켓 연계 지원
ㆍ  간편 회원가입 및 해외결제로 해외 고객 대상 판매 최적화 
ㆍ  중문사이트(Kmall24.com.cn) 운영으로 중국고객 타겟 가능

 < 주요 지원사항>
ㆍ  해외마케팅 및 모바일 판매 지원
ㆍ  상품 검수, 리패키징 물류 서비스 지원
ㆍ  외화(달러, 엔화 등) 정산 서비스  
ㆍ  고객문의 응대지원(CS) 

서비스 신청 kmall24.co.kr

서비스 소개

국내 최대 온라인 B2B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

ㆍ  年평균 830만 명 방문 및 64,000건의 인콰이어리 접수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매칭 지원

ㆍ  tradeKorea 가입 후, tradeKorea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상품 무료 홍보 가능 

신청자격 ㆍ  tradeKorea 기업회원 * 개인회원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가능

서비스 신청 tradeKorea.com

서비스 소개 ㆍ  국내 tradeKorea 회원 전용 무료 수출지원 서비스
   (kr.tradeKorea.com)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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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복잡하고 방대한 무역 정보, 이제 무역협회와 함께 수집하세요!

숫자로 보는 무역통계부터 최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까지,

다양한 무역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무
역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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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제 무역/통상정보 제공

ㆍ  무역과 관련된 각종 연구 보고서 발간

ㆍ 통상 정보 제공, 현안 분석 및 컨설팅 실시

무역정보

주요 서비스 보고서 예시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수출입

동향 분석/전망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유망 수출산업/

시장 연구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세계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분야 진출 방안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통상리포트

발간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미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확대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기업의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상전략 2020

이용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ㆍ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kita.net)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뉴스레터

발송

● 해외 로펌·지부·학술지 및 외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

교육·컨설팅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수입규제 

정보제공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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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무역 자료 이용

서비스 소개

이용안내

ㆍ  KITA 전자도서관
  : 무역협회 및 유관기관 발간자료를 전자책(eBook)
    형태로 무료 제공

ㆍ정보자료실(회원사 전용)
  : 무역 관련 4만여 권의 온/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무료 열람 제공

ㆍ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전자도서관(ebook.kita.net)

ㆍ방   문 : 트레이드타워 6층 603호(서울 삼성동)
   * 사전예약 필수(문의 : 02-6000-5109)
   * 운영시간 : 14:00~18:00(월~금, 공휴일 제외)

서비스 소개 ㆍ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 한국, 북한 및 중국·미국·일본·중국·EU(28개국)·호주·
     캐나다·아세안·중남미 등 총 61개국 무역통계 DB 보유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DB 보유

ㆍ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형 통계정보 제공

이용안내 stat.kita.net
* 해외 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에게만 제공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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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무역실무,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무역분야 최고의 강사진과 분야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보유한

무역아카데미와 함께 하세요!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무
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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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인

력
매

칭



56   한 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57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무
역

교
육

 및
 인

력
매

칭

과정소개

무역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ㆍ  분야별로 특화된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분야 세부 교육과정

기초 무역실무
정규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무역실무 기초 단기속성,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등

무역실무 심화
신용장, 운송/통관, 수출입 리스크 관리,
관세환급 등

마케팅·외환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비즈니스 외국어 영문 이메일 작성기법

FTA 
FTA종합무역실무, FTA원산지관리,
FTA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주력산업
전문가과정

화장품/의류섬유 수출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시장 진출
인도, 베트남, 일본, 러시아/CIS
해외시장진출 전략과정 등

분류 프로그램명 세부 교육과정

취업
연계

국내 무역마스터 과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

해외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
인재 양성

베트남 
글로벌마스터 

과정
베트남 현지 교육을 통한 전문가(중간관리자) 양성

KITA 일본취업학교 
과정

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잡매칭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 

실무역량

글로벌무역인턴십
무역 실무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캠프
(대학생·특성화고)

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

과정소개

무역실무 단기 교육과정

ㆍ  무역실무 분야별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협회 회비 완납사의 경우 단기 교육과정 수강료 20% 할인

수강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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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ㆍ  물류 혁신/투자/경영전략 및 정책 트렌드 강의, 국내/해외
   연수, 부부동반 특강, 총동창회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ㆍ물류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를
   총망라하는 1,200여 명 원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소개

글로벌 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MP*)

ㆍ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 최고경영자 과정

* 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for CEO프로그램명 세부 교육과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 취업포털(잡투게더) 운영

-   각종 취업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해외 일자리 지원사업
(K-Move센터)

-  해외취업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해외취업 지원센터

   (K-Move센터)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채용공고 검색 지원

-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 및 화상면접 지원

ㆍ 수출기업 구인/구직자 매칭을 통한 무역인력 취업 알선

신청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ㆍ  잡투게더(jobtogether.net) 

시험소개

무역 자격시험

ㆍ  국제무역사 1/2급
  - 내용 : 무역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지식 검증
  - 특전 : 주요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 인사고과 가점 부여,
     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부여 등
  - 일정 : 1급 연 2회(2월, 8월), 2급 연 1회(9월) 실시

ㆍ  외환관리사 
  - 내용 : 기업의 환위험관리 및 파생금융상품 실무전문가 양성
  - 취득방법 : 외환관리사 자격 취득과정(54시간) 이수 후, 
     과목별 평가시험 최종 합격 시 자격증 수여
  - 일정 : 연 3회(3월, 5월, 10월) 실시

시험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과정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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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수출입 실적을 쌓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수출실적은 무역을 통한 우리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적에 따라 무역금융, 무역자금융자 등 정부·지원기관의

각종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고, 무역협회로부터

다양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무역협회
서비스

한 눈에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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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ㆍ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24조

신청요건 ㆍ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무역협회 회원가입 시 무역업고유번호 자동 부여

필요서류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방법 ㆍ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회원/업무지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참조

ㆍ  방문 :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서울 삼성동) 및 국내지역본부

구분 실적인정 대상

수출입실적증명서 ·물품의 직수출/직수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실적증명서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발급대상

서비스 소개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ㆍ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24시간
   온라인 발급

발급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방문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64   한 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65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수
출

입
 실

적
 증

명
 및

 활
용

서비스 소개

추천대상

ㆍ  수출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

ㆍ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ㆍ  무역업체가 해외바이어 초청 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공통 조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한 업체

ㆍ  해외지점
  -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10만 달러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ㆍ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외국인 비자(사증)
  - (외국인력 채용 시)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대상 외국인 : 무역관련 전공(경제, 국제통상,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해외바이어 초청 시) 연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무역분야 추천서

해외지사 설치인증/외국인 비자발급 추천

추천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발급종류

서비스 소개

기타 증명서 발급

ㆍ  회원사 또는 협회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

발급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구분 발급 증명서

회원/회비
증명서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단기과정 수료증

·온라인(ICTC) 수료증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확인증
·KB국민은행 외환수수료 우대확인증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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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서비스 소개

발급대상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ㆍAPEC 회원국 중   APEC 가입 19개국 방문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 가입국 공항 내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 이용

카드 유효기간 ㆍ발급일로부터 5년

발급 수수료 ㆍ장당 3만원

신청안내 ㆍ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abtc.kita.net)

<잠정회원국(Transitional Member*>

미국 캐나다

<ABTC 19개 가입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기업자격요건
ㆍ  연간 수출입실적 또는 해외 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ㆍ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
ㆍ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개인자격요건
·한국 국적이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출국 금지 또는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만 이용가능

3. 발급심사
(법무부)

1. 서류제출
(신청기업)

2. 서류 검토 및 추천
(무역협회)

4. 국가별 승인
(APEC 19개국)

5. 카드발급 신청
(신청기업)

6. 카드발급
(무역협회)

PRIORITY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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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무역기업 시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

시상소개

시상내역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한 업체 및 수출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ㆍ  수출의 탑
  -  시상 대상 : 연간* 각 탑 해당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실적산정 기간 :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

  -  종류 : 백만 불/천만 불/억 불 등 총 44종

신청기간 ㆍ7월 중순 ~ 8월 중순(예정)

신청안내 ㆍ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ㆍ수출  유공자 포상 
  -  시상 대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 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 불

억 불대(35종)
1~9억 불(9종), 10~90억 불(9종),

100~900억 불(매 50억 불 단위,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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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우수 무역기업 시상

시상소개 ㆍ  신기술 및 아이디어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한 우수 수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주관기관 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관

시상내역 ㆍ  시상 대상 : 무역업체 CEO

ㆍ  시상 주기 : 매월 1명(8월, 12월 제외)

ㆍ선정 기준 :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 달성한 업체 중

                   수출증가율, 사회공헌활동 등 공적사항을 고려

신청안내 ㆍ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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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역본부
전국 주요 시·도에서 무역협회와 함께하세요!

❶ 도쿄지부
KITA Tokyo Center
Prudential Tower 3F, 2-13-10,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 +81-3-6826-5170
Fax : +81-3-6826-5171

❽ 뉴델리지부
KITA New Delhi Center
Unit.608 & 609, 6th Fl,
Suncity Business Tower,
Sector 54, Golf Course Road,
Gurgaon, Haryana 122002 India
Tel : +91-0124-423-9623
Fax : +91-0124-423-9628

❺ 상하이지부 
KITA Shanghai Center
Rm #1407, Shanghai International Trade Center,
No. 2201 Yan An Rood(W) 
Shanghai, China
Tel : +86-21-6236-8286/7
Fax : +86-21-6236-8292

❷ 뉴욕지부
KITA New York Center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 U.S.A
Tel : +1-212-421-8804
Fax : +1-212-223-3827

❾ 자카르타지부
KITA Jakarta Center 
Equity Tower Lt.40 Suite 40B,
SCBD Lot 9, JI. Jenderal
Sudirman Kav.52-53,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62-21-5140-1150/1
Fax : +62-21-5140-2502

❻ 브뤼셀지부
KITA Brussels Center
Avenue Louise 165, B-1050 
Brussels, Belgium
Tel : +32-2-639-0990
Fax : +32-2-646-7006

❸ 워싱턴지부
KITA Washington Center 
1660 L Street, NW, Suite 401,
Washington D.C. 20036 U.S.A
Tel : +1-202-828-9282
Fax : +1-202-828-9287

❿ 청두지부
KITA Chengdu Center
3503, Office Tower 1, 
International Financial Square, 
No.1, Hongxing Road Section 3, 
Chengdu, 610021, 
Sichuan, China
Tel : +86-28-8692-8027
Fax : +86-28-8692-8033

❼ 호치민지부
KITA Ho Chi Minh Center
Rm #1208,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Tel : +84-8-3822-4976/8
Fax : +84-8-3829-5419

❹ 베이징지부
KITA Beijing Center
Rm #1201, China World Office 1, 
No 1 Jianguomenwai Ave.,
Beijing, China(100004)
Tel : +86-10-6505-2672~3
Fax : +86-10-6505-2670

⓫ UAE지부
KITA UAE Center 
Unit OT 18-34 Central Park Towers, 
DIFC, PO Box 507145, 
Dubai, UAE
Tel : +971-4-874-7800
Fax : +971-4-589-8168

❻ ❷
❸⓫

❾

❶
❽
❿

❼
❺
❹

해외지부
해외시장 개척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⓬ 울산지역본부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758-2)
울산경제진흥원 4층
Tel : 052-287-3060/1
Fax : 052-287-3062

⓫ 대구경북지역본부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신천동 89-6)
대구무역회관 5층
Tel : 053-753-7531/3
Fax : 053-753-7530

❶

⓮

⓫

❺

❸

❻
⓬

❾

❼
⓭

❹

❽
❷

❿

⓭ 경남지역본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Tel : 055-282-4115/6
Fax : 055-282-2010

❾ 강원지역본부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퇴계동 1072)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
Tel : 033-256-3067/8
Fax : 033-256-3069

⓮ 부산지역본부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Tel : 051-993-3300~1
Fax : 051-463-4402

❿ 제주지부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Tel : 064-757-2811/2
Fax : 064-757-2890

❼ 광주전남지역본부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3층
Tel : 062-943-9400
Fax : 062-943-9404

❽ 경기북부지역본부
1039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대화동 2700)
제2킨텍스 오피스동 801호
Tel : 031-995-6161/2
Fax : 031-995-6169

❷ 인천지역본부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1703호
Tel : 032-260-1100
Fax : 032-260-1101

❶ 서울사무소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층
Tel : 1566-5114
Fax : 02-6000-5131

❸ 경기남부지역본부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2층
Tel : 031-259-7850/7
Fax : 031-259-7854

❹ 충북지역본부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 043-236-1171/3
Fax : 043-236-1174

❻ 전북지역본부
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Tel : 063-214-6991/2
Fax : 063-214-6993

❺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282)
대전무역회관 4층
Tel : 042-338-1001~4
Fax : 042-338-1000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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