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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_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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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포상공회의소
희망나눔 성금모금 기탁식

2020년 희망나눔 성금은 상의 회원사와 읍·

면·동 및 기업인협의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

되었고, 성금 및 성품 113,850,000원을 김포복지재

단에 기탁했다. 

김남준 회장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 사회발전을 위

해 성금을 모아주신 기업인분들께 감사하다”며 

“기탁한 성금이 김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포상공회의소(회장·김남준)는 
지난해 12월 30일 정하영 김포시장을 
방문, 2020년 희망나눔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삼창기연㈜ 1천만원, 경신금속㈜ 1천만원, ㈜상보 3백만원, ㈜동산 3백만원, 대정산업

㈜ 3백만원, ㈜대한중전기 1백만원, ㈜드림셰프 1백만원, ㈜송암아이템 1백만원, 김포

운수㈜ 1백만원, ㈜동서 1백만원, ㈜한덕유리 1백만원, ㈜크레치코 5백만원, ㈜동양벤

드 1백만원, 삼진스틸산업㈜ 1백만원, ㈜진성테크 1백만원, ㈜퀸-아트 1백만원, ㈜신흥

밸브 3천만원, ㈜디엔택 1백만원, ㈜오성기계엔지니어링 1백만원, ㈜케이에스엠 5백

만원, ㈜세명유리 1백만원, ㈜서현엘리베이터 1백만원, 영화식품(주) 3백만원, 쌍용전

기(주) 5백만원, 동양에폭시(주) 1백만원, ㈜보현메탈 5백만원, ㈜대성기계 1천6백만원,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1천만원, 고촌상공인협의회 2백만원, 양촌상공인협의회 

2백만원, 대곶상공인협의회 2백만원, 통진상공인협의회 2백만원, 월곶상공인협의회 2

백만원, 하성상공인협의회 2백만원 외, 금강기업, ㈜디자인파크개발, 성일산업(주),세

창이피에스(주), 스펠라화원,㈜오토코리아, ㈜코폼, 크린에어테크(주),㈜에이스텍코리

아, 신합수출포장, ㈜명신스틸, 우진스프링, 서문팀버(주), 화남식품산업, 아그니코리아

(주), 건영산업, 삼정크린마스터(주), 위덴치아랑(주), ㈜오로라디앤씨, 영진이엔지건설

(주), 푸른나래(주), ㈜새한비엠, ㈜홈엔그린, ㈜제이엘컴퍼니, ㈜가인종합건축사 사무

소, 덕성종합건설(주), 해주엔씨, ㈜일성산업, 에스지(주), ㈜켐씨텍, 필성건설(주) 등

성금모금에 참여하신 회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 희망나눔 성금 참여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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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포상공회의소
연말시상 표창장 전달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해 12월 한 해 동안 

김포상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신 삼보테크(주) 

박예진 대표 외 21개 회원사에 대하여 표창장을 전달

하였다.

수 상 자

■ 김포상공회의소 표창
  삼보테크(주) 박예진 대표  

■ 대한상공회의소 표창
  ㈜오로라디앤씨 정진선 대표

■ 김포시의회의장 표창
  ㈜마오테크놀러지 모경택 대표

■ 김주영국회의원 표창
  대정산업(주) 금경수 대표

■ 박상혁국회의원 표창
  해주NC 김현경 대표

■ 김포시장 표창

  SCT산기(주) 선종국 대표, ㈜가나로 정진우 대표, 

건영산업 최명식 대표, ㈜광덕철강 박상훈 대표, 

㈜라이닝코리아 김정태 대표, ㈜사람과비젼 성지

현 대표, ㈜삼선CSA 노진복 대표, ㈜서림 김만철 

대표, ㈜세명유리 박준걸 대표, 신우산업(주) 김홍

기 대표, ㈜알이씨 조병수 대표, ㈜엠비가구 문승

실 대표, 우성특수도장 정유섭 대표, ㈜장미 김원

희 대표, 초록유통(주) 이태희 대표, 탑테크코리아

(주) 박형심 이사, ㈜현준산업 김태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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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관리부서장협의회, 3차 다문화지원사업 실시

관리부서장협의회 회원들이 각자 회사의 근무시간을 조

정해가며 자투리 시간을 내어 주말까지 참여한 결과 29일 

마무리되었다.

관리부서장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협의회 소

속 10여명이 참여하여, ‘아싸말모이’(꿈의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과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스크린·마이크·앰프, 암막 롤스크린, LED조명, 냉난방기, 

책장, 신발장, 옷장,책상,의자, 마스크 2천개 등을 기탁 받은 

후원금과 후원 협조로 지원하였다. 또한 내부 페인트칠, 전

기공사, 시설시공 등을 재능 기부로 진행하였다.

김포상공회의소 관리부서장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북변동 일원에서 3차 다문화 지원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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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는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다문화가정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주거시설 직접방문이 어려운바 최소한의 인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25명이 주말에 수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김포상공회의소 김남준 회장은 “이번 다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길 기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을 갖고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금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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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희망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

해 김포시 다문화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총 19곳에 김장김치 10

㎏ 200박스를 전달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장김치 전문기업인 ㈜글로벌푸드 박

현옥 대표이사가 김장김치 400kg, ㈜사람과비젼 최우석 대표

이사가 고급필터 마스크 3만개, (주)우림·우석식품 함종수 대

표이사는 돼지등뼈 600kg와 앞다리살 250kg를 각각 기부하여 

배부단체에 골고루 전달 되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해 12월 11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2020 제12회 희망나눔 김장김치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

▲ 김장김치 전문기업인 ㈜글로벌푸드 박현옥 대표이사 ▲ (주)우림·우석식품 함종수 대표이사 ▲ ㈜사람과비젼 최우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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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포시 지역기업 멘토단 
지원사업 종무식 개최

이날 종무식에는 이규종 김포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비

롯한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과 기업 멘토단 12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과보고가 진행되었으며 김포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27개 업체 파견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성장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

김포시 지역기업 멘토단들은 멘토링을 통해 가시적인 성

과가 나오고 업체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멘토링에 열정을 가지고 

잘 따라준 업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공식적인 멘토링 기간은 끝났지만 업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고, 2021년에도 이어질 

김포시 지역기업 멘토단이 원활히 진행되어 더 많은 김포 

관내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23일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김포시 지역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종무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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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11월 17일 장기동 차이나몽에서 
제3회 상생·이업 종교류협의회 신규회원사 
간담회를 가졌다.

제3회 김포상의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신규회원사 간담회 개최

2020년도
상생 . 이업종교류협의회

신규회원사 17개사

·하명엔지니어링(주)

·(주)홍민금속 

·이형재세무회계사무소

·두산지게차 

·(주)광성테크닉스

·솔트바이오(주) 

·(주)크리니트

·(주)태영산업 

·성광렌텍(주)

·하나은행 김포구래지점 

·(주)에이치골든엘리베이터 

·우진스프링

·삼보테크(주)

·성림종합건설(주) 

·와풀

·(주)아람피앤아이

·제주돈가 

이날 간담회는 상의 회장단과 각 교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회원사들의 상호 간 상견례에 이어 회원증 전달과 상공회의소 사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김포상공회의소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는 김포시 관내 기업 간 협

력과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시작되어, 현재 6개 교류

협의회 180여 회원사가 참여하여 매월 정례 모임을 하고 있다.

김남준 회장은 현재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활동이 코로나로 인

해 다소 제한적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계획했던 조찬간담회, 오

찬특강을 통한 세미나, 관내 업체탐방, 우수제품 직거래 전시판매전, 

한마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여 다시 활발하게 상생·이업

종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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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포시 
중앙아시아 화상무역상담회 개최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는 ‘2020 김포시 중앙아시아 
화상무역상담회’를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김포베니키아 레스트 호텔 상담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화상무역상담회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

한된 상황에서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기

업들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관내 중소

기업 9개사가 참여하여 사전 매칭된 우즈벡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총 9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약 41,240천

불(458억원)의 수출 상담실적과 14,700천불(163억)의 계

약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야외용 체육기구를 제조하는 디자인파크개발은 S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물놀이 시설에 관심이 많았으며 제

품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이 이루어졌고 샘플을 보낸 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카플링 전문제조사 코리아카플링은 업종에 맞는 바이어

가 잘 매칭되어 카달로그를 받고 제품 프로모션 진행 후 

파트너쉽 조건을 조율 중이며 우즈백 뿐만 아니라 인접

한 국가에도 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상공회의소 김남준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김

포시는 김포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함께하기로 약속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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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제21회 신규 회원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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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사를 소개하는 상견례와 회

원증 및 현판 전달식이 있었고, 김포상의 현황 및 지원사

업 안내가 있었다.

김남준 회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회원사 중심의 협의회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강조하며 올해는 본래 해외시

장에 파견하던 해외시장개척단을 대신해 화상회의를 통

한 해외 신규 유망바이어 발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외에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

상시키고, 김포시 지역기업 멘토단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 11월 4일 장기동 엔젤스데이에서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신규회원사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신규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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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진로직업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관 업무협약 체결

김포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산학협력 협약식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김포 초·중등 학생들의 진

로직업체험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목적

으로 ■ 김포 진로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 학생 노동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지원, ■ 김포 지역 인

적·물적 자원의 교육활동 연계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및 물적교류와 관련 학

술정보, 법령정보의 교류 활동, 교육비 지원(지게차운전 교

육생에 대하여 30% 할인) 등을 상호 공유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김포시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은 
지난 8월 4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 진로직업교육 네트워크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과 
김포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은
지난 9월 3일 김포상의 회의실에서 
‘산학협력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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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상공인협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제32.3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동화인더스트리 대표이

사 김순중 제31,32대 회장에 이어 호성지관 신수

철 대표가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통진상공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김포상공회의소 
관리부서장협의회 6월 정례회의 개최

김포상공회의소는  6월 17일 김포상공
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리부서장협의회 
6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사 관리부서장 45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상의 자문위원인 김장한 노무

사를 초빙해 '2020년 노무 이슈'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 한국스마트

팩토리데이터협회에서는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

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대한 지

원책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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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해 5월 14일
김포상공회의소에서 김포상의 임원진과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원진 상호간의 상견례에 이어 상생·

이업종 교류협의회 교류회별 신임회장 및 사무국장 위촉

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 교류회 회장 
· 1교류회 회장 | 김상진   ·2교류회 회장 | 안종대
·3교류회 회장 | 이영대   ·4교류회 회장 | 이익수

·5교류회 회장 | 이병돈   ·6교류회 회장 | 김영동

▶ 사무국장
· 1교류회 사무국장 | 최호진   · 2교류회 사무국장 | 박순호
·3교류회 사무국장 | 정순천  ·4교류회 사무국장 | 이승규

·5교류회 사무국장 | 한창열  ·6교류회 사무국장 | 정동균

이후 김남준 회장은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의 연중계획 

설명 후 임원진들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 설명과 함께 각 기업체들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가로 상생·이업종 교류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

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코로나 19 현 상황에 따른 기업

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번 사태

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김포상공회의

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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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의 활동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

파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전

달하였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

하시는 비상근무중인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위해선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읍·면·동 및 기업인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

나 19로 인한 읍·면·동별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

하고 코로나 19 관련 지원정책들과 더불어 자금지원, 기술개발지

원, 판로지원, 기타 기업지원 분야에서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들

을 정리 및 소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

다.

회원사 마스크 지원사업
상반기에는 13000개의 마스크와 손세정 600개를 회원사에 지

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5만개의 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하여 코로

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게 지원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 위문품 전달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

려 물품을 전달하고 관내 상공인을 대신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

지를 전달하였으며, 김포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김포시보건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등 3개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밤낮없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위문품과 감사함을 전했다.

코로나 지원관련 정책 안내
김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및 김

포시 지원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여 

회원사의 경제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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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식
 

누리플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은 머니투데이 주최, 고용노

동부 후원으로 각 분야에서 고용안정, 복지 증대, 혁신경영을 통

해 우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

고자 제정됐다.

누리플랜은 1990년대 초 설립 이후 ‘세상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하는 기업’을 모토로 경관조명, 경관시설, 대기환경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경관 및 대기환경 전문기업이며 최근 플랜

트 및 환경사업 분야에 진출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 임

직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전 임직원 해외 연수 등 탄탄한 복

지 시스템은 물론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다’라는 이념

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용 안정

에 기여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누리플랜은 경관조명을 위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며 부산 광

안대교, 대구 스타디움, 강릉 하키센터 등 전국 랜드마크에 수

천여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관 

시설사업 분야의 경우 보도육교, 방음벽(시설,가설), 난간, 핸드

레일, 조형물 등 다수의 중앙, 지방정부의 경관 디자인 프로젝트 

및 경관개선사업 마스터플랜을 수행해왔다.

그러던 중 누리플랜은 2018년부터 백연·미세먼지 제거장치 상

용화를 시작했다. 누리플랜의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급

속냉각 응축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백연 저감율을 약 

95%까지 높였으며, 악취도 상당 부분 잡아낸다.

누리플랜 이상우 회장은 “매직필터를 이용한 독보적 기술 개발

로 경쟁사보다 단가는 30% 가량 낮고 크기는 1/2, 유지보수 관

리 비용도 1/2에 불과해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플랜의 백연·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독자 개발한 매직필터

를 적용해 총 부유분진 (TSP)이 90%, PM10 (미세먼지)는 86%, 

PM2.5(초미세먼지)는 82%까지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누리플랜은 백연·미세먼지 저감에서 더 나아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고성능 탈질과 탈황 및 악취저감 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누리플랜 측은 1년에 10억원 

이상, 총 80억원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왔으며 20여 명의 관

련 분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창사 25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기업가치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선포

식을 가졌다”라며 “경관조명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시절에 사업

을 시작했던 설립 초창기처럼,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을 바탕

으로 사업 성장을 이룩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플랜(회장 이상우)이 머니투데이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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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셰프
GS홈쇼핑
'글로벌 홈쇼핑 스타' 선정

로토크와이티씨(주)
제27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GS홈쇼핑은 해외 시장에 한국 상품을 수출한 중소기업 협력사

들을 대상으로‘글로벌 홈쇼핑 스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글로벌 홈쇼핑 스타’는 GS홈쇼

핑의 다양한 해외 판매망을 통해 상품을 수출한 한국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 올 한 해의 수출 실적과 함께 상품성, 성장 가

능성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올해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드림셰프’,‘한국보원바이

오’,‘코스나인’, ‘성우금속’,‘에스비앤티’ 등 5개사다. ‘드림셰

프’는 냄비 세트인 ‘클로켄 컬링스톤 세트’를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등에서 33억4000만원 이상 판매하며, 지난해에 이어 수

상 영광을 안았다.

로토크와이티씨(주)는 컨트롤밸브의 핵심제어부인 밸브포지셔

너 및 관련 기기의 전문생산업체로서 전세계 50여개국의 밸브

제조사와 각종 플랜트,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

혁신을 통해 안전사고를 75%이상 줄이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상을 수상했다.

(주)드림셰프는 GS홈쇼핑에서 해외 시장에 
한국 상품을 수출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홈쇼핑 스타'에 
선정되었다.

12월 8일 개최된 제27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로토크와이티씨(주)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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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달 30일

‘2020년 제2회 김포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김포시
‘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에
  7개 업체 선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 심의로 진

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빛낸 우수 중소기업 7개 업체를 최종 결정했다.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은 96

년부터 기업부문, 근로자 부문의 기업 표창을 시작으로 올해 25회 째를 맞는 

전통성을 지닌 명예로운 상이다.

현재는 5개 분야(창업1, 생산성 및 기술혁신2, 해외시장개척1, 노사화합 및 고

용창출2, 여성기업1)에서 총 7개 업체를 선정하며 지역경제 활력과 김포시 위

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에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중소기업대상 신

청기업을 접수받아 서류평가와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날 최종 심사

결과 ▲창업분야 ㈜리우물산 ▲생산성 및 기술혁신분야 ㈜비전네이처, (주)

피티케이 ▲해외시장개척분야 ㈜한일파테크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분야 C.I

테크, 서문팀버(주) ▲여성기업분야 ㈜서현엘리베이터 등 7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수상 기업에는 상장 수여 및 현판이 교부되고 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0.5% 추가지원과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기업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상은 2020년 종무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최병갑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 각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된 수상

기업에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 발

굴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인의 자긍심 고

취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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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아트  
'제57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작년 7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후 
1년만에 천만불 수상 쾌거

퀸아트는 2018년부터 천연옥성분을 표면코팅에 접목하여 코

팅의 강도를 높이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제이드세라 코팅(Jade 

cera coating)시리즈를 개발했다. 아트라믹(Artramic) 제이드 코

팅 시리즈는 99.99%의 항균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팬에 유해균

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며 천연 옥가루에서 방출되는 원적외

선보다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가능하게 한다.

퀸아트의 아트라믹(Artramic) 제이드 코팅 시리즈는 중화권시장 

판매를 시작으로 대만 홍콩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어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있으며  또한 제품품

질에 대한 반응이 좋아 수출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있다.

퀸아트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되는 제품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끊

임없는 노력으로 32개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퀸아트는 한국주방용품코팅의 선도적 기술보유 업체로

서 해외에서 주로 알려진 OEM메이커에 그치지 않고 내수시장으

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자체브랜드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개업 / 이전개업 소식

6월

8월

10월

11월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 유공 포상

■ 국무총리표창  
㈜성도기계 대표이사 노인현

■ 대통령표창
㈜진성테크 대표이사 노희인
반도체인공업㈜ 대표이사 조성진

동서 이전개업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690-94

사람과비젼 이전개업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605호 (장기동, GTower)

(주)다성피앤에프 이전개업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로 55, 1층 205호

조이너스 이전개업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1517번길 7

영진이엔지건설 이전개업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705호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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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별, 
코로나 극복 위한 ‘일상 투자’
마스크 패치 개발로‘마스크’부작용 극복 

㈜우리별(대표이사 이정석)이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
크 착용’ 부작용을 덜기 위해 살균력 99%의 ‘안티
바이스러 패치’를 출시했다.

차기지뢰탐지기 개발, 차기 위성통신사업 참여 등 통신장비업

계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 ㈜

우리별이 주력업종과는 다른 ‘마스크 패치’를 내놓았다는 소

식에 이정석 대표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모든 과학기술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우리별은 창립 이래 28년간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대

기업과 견줄만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4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 400억원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통신장비’ 분야에서 ㈜우리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마스크 패치’를 내놨다. “이

제 벗을 수 없는 일상이 된 마스크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다. 장시간 착용하는 마스크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들

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기업인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 투

자 이유다.

수소음이온으로 99% 살균효과

마스크 착용은 호흡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

염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외부세균 및 

오염원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

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냄새와 호흡 시 발생

하는 습기로 인해 세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마스크 부족현

상, 마스크 가격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매일 교체해 사용하기

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마스크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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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별이 

내놓은 ‘안티바이러스 마스크패치’는 수소이온(H+)을 발생해 

마스크 내부에 침입하는 바이러스 및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

는 단백질을 분해해 99% 제거하고, 구취 유발균 및 비말로 인

해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패치 부착 시 

편안한 호흡과 코콜이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특허 획득한 

마스크 패치는 폐렴구균, 황색포도사상균, 암모니아 분해 시

험성적서도 갖고 있다.

이정석 대표는 “기업 이윤보다는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 지인

에게 담배 선물 대신, 어르신들에게 술 선물 대신 마스크 패치

를 선물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건강도 챙기는 효과가 있지 않

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설에 준비를 권한다. 또한 지역 내 단

체 구매시에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이 곧 경쟁력이다” 
외치는 영원한 김포맨

1992년 고촌읍에서 ㈜우리

별을 설립한 이후 고촌상공

인회장 역임, 양곡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역임, 7~8대 김포상

공회의소 회장 역임, 현 김포산업단

지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등 꾸준히 지

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석 대표의 경

영철학 중 하나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

다’는 철학이다. 

이정석 대표의 ‘지역사랑’은 가끔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도 있다. 물품을 구입할 때 중복견적을 보고하면 비싸더라

도 ‘김포지역 제품’을 선택하는 이 대표의 고집 때문이다. 전

략기획부장은 “직원들이 중복견적을 보고하면 대표님은 가격

이 아닌 업체 주소를 먼저 살핍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 

제품을 사용하는 뜻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정석 대표는 “우

리가 해외 제품에 집착하면 국부 유출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

역 제품을 소비해야 지역경제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라며 

“지역 업체가 서로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면 지역경제

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들이 안간 최초의 길을 걷고 싶다” 
지난해 비금속, 목함지뢰까지 탐지 가능한 지뢰탐지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내 상용화를 넘어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별 

이정석 대표의 꿈은 ‘직원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100년 

기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별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회

사’를 만들기 위해 ‘일하기좋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맞벌이 직원 육아돌

봄 여건 보장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시행, 임산부 경력단절 예

방을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단축 등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사화합을 위해 ‘노사협의회’

를 구성해 소통하고 있다.

이정석 대표는 “우리가 꿈꾸고 일을 하는 이유는 가정의 평안

을 위해서다.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생활도 재미있고, 그 사람들

이 모여 지역을 이루고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라며 “행복한 세

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스크 패치 사업 시작과 함께 김포시 보건소에 KF-94 마스 

& 패치 4천세트, 김포시노인회에 5천세트를 기부한 이정석 대

표는 “모두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 함께 이길 수 있

다”며 시민들을 응원했다.

㈜우리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89

031-980-7510     www.wooribyul.co.kr

▲ 우리별회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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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을 향해 달린다!
신우산업(주) 김홍기 대표이사
‘상록수’ 꿈꾸던 농학도에서 대한민국 PVC관 최강자로 우뚝
‘감사, 겸손, 배려’ 마음에 품고 53년간 ‘인화’ 위해 노력

G C C I  I N T E R V I E W  | 김포상공회의소 기업탐방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신우산업㈜은 우리나라 합성수지(PVC 

건축자재) 발전을 이끈 1세대 중소기업이다. 1960년대 석탄 연료가 

널리 보급되면서 난방의 혁신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함석(철판)

으로 된 지붕과 물받이 등이 석탄 가스에 삭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도 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1963년 합성수지(PVC) 제품이 도입

됐다. 신우산업㈜ 김홍기 대표는 1968년 합성수지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마포구에서 창업, 현재까지 53년째 사업을 이어

오면서 PVC, PE 파이프 최장수 전문 기업으로 우뚝섰다.

심훈의 ‘상록수’ 꿈꾸던 농학도에서 사업가로

김홍기 대표는 심훈의 상록수를 읽으며 사회계몽을 꿈꾸던 서울대 

농학도를 거쳐 고려대경영대학원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성장했

다. 졸업 즈음 가업 계승을 권유받고 잠시 고민했지만 세상을 가슴

에 품은 청년 김홍기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석탄

연료로 인해 삭고 녹스는 구옥들을 보면서 ‘함석 대체 제품’에 주

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합성수지

(PVC)가 함석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고 1968년 마포구 합정동에 작은 건물을 얻어 신우화학공업사를 

설립했다.

일본 기업과의 특허 분쟁 승소, 국산화 전기 마련

김홍기 대표는 창업 후 1970년대 대한민국 최초로 Super Mixer를 

개발해 PVC 제품의 품질 개선의 기초를 다지고, 고속압출기를 개

발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후 지속적인 투자 개발을 통해 

Twin Screw 압출기 개발로 종전 생산성 대비 500%의 생산성 향상

을 달성했다. 1980년대에는 KS획득과 함께 대기업에서 독점하던 KT 

기업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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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 3종 시설물을 자체 개발 및 중소기업 보급을 통해 종소기

업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PVC 농업용 

호스와 나선형 PE하수관’을 독점생산하던 일본기업(구. 동양척식

주식회사)과의 지적재산권(특허) 준쟁에서 승소하면서 국산화와 

함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했다.김 대표는 “일본 

기업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던 기업

인데 특허 분쟁이 생겼어요. 반드시 이겨서 민족의 자긍심을 찾아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기업은 애국, 정직이 최대 경쟁력

김홍기 대표는 1995년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해 이

사장을 맡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로 15년간 활동하면서 ‘원가조사’ ‘조합 운영’ 등 업무를 보

면서 때론 관계기관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김홍기 대표는 “바른 

말 하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라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다. 김 대표가 이렇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것은 52년의 경영 과정

에서 직원들과의 첫 번 째 약속인 ‘급여 지급일’을 한번도 어기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PVC 파이프 업계의 선구자로서 각종 단체를 설립 운

영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 업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장로로서 ‘감사, 겸손, 배려’라는 좌

우명과 ‘정직, 견실, 인화’라는 사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업의 

책임과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흐트러짐 없는 삶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포 시대, 명문 장수기업을 준비하다

파이프 단일 품목만을 생산하는 기업인 신우산업은 반세기만에 

김포시 통진읍 옹정로에 새 둥지를 틀며 제2창업 의지를 다졌다. 

대지 28,754m2에 공장 2개동과 사무동 및 기숙사와 식당을 완비

한 종합적인 시설물을 구축했다. PVC이중벽관(PVC-DC), 내충격

수도관(HI-VP/NC), 내충격하수관(HI-VG),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 

등 16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김포시대를 연 ㈜신우산업은 2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2세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과는 

달리 2세인 김주환(53세) 본부장에게는 연구사업과 신소재개발에 

주력하게 하면서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현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

게 하고 있다. 2007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후 원천기술를 위한 

산학협력프젝트 추진, 2010년 미국 MIT 우주항공학과에 연구자금

을 지원해 CNT제조 및 이를 이용한 복합소재기술을 확보하는 등 

성장하는 물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2세 

경영의 핵심 전략이다. 김포 본사에 걸린 “안되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표어가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남의 것이 아닌 내가 하던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대한민국 물

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선도기업으로’‘기술력을 바탕으로 물 

부족 국가의 문제를 해결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50년을 넘어 

100년의 기업으로 성장하는’기업의 비전을 가진 신우산업㈜. 도

덕과 애국, 사람 사랑이 담긴 김홍기 대표의 철학이 담긴 신우산

업㈜의 200년 미래가 기대된다. 



김포의 법률지킴이 
법률사무소 해든을 찾아서

기업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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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그와 똑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법의 보호 없이는 살

아가기 어렵다. 다시 말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말로 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물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업환경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여 계약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

한다. 김포상공회의소는 기업탐방이 그동안 생산과 제조업에 

대한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번에는 기업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분쟁의 조정과 해결사 역할을 하는 회

원사인 서난영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법률사무소 해든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중립적 제3자인 판사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결정하고 이를 강

제적으로 집행하는 소송과 소송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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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정식 재판절차와 간이절차, 대안

적 해결 방식들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사전에 법률사무소

를 통한 상담과 미리 송사까지 가기 전에 의사표시로서 내용

증명을 통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업체에서 법무담당을 하여 회사사정에 대하

여 잘 알고 있는 직원과 탄탄한 법리해석으로 송무능력을 뒷

받침하는 직원들이 저와 원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를 바탕

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저희 사무소만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김포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있다면?

기업체 사장님 대부분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송사에 연루되

어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운영에 있어서 

법률적인 분쟁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약서 검토 단

계부터 미수금이나 소액의 금전이라도 상의 회원사분들에게

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으니 부담 없이 방문 바랍니다.

끝으로 서난영변호사는 서울.일산 로펌에서 다져온 송무능

력으로 [경기도 법률상담위원][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김포와의 연은 예전에 김포시법원 조정위원으

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든  변호사 서난영  ■ 김포시 사우중로 9, 3층 (로얄빌딩), 김포시청 앞

TEL | 031-982-0720    FAX | 031-98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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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상속 증여시 
과세당국에서 직접 감정평가해서 
세금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

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

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

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세금을 내고 있

었는데 대부분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

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일정 규모의 나대지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

성을 높이기 위해 2019.02.12.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직접 국가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신

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가

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G C C I  C O L U M N
| 김포상공회의소 컬럼

회 계 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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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

업은 소득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

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자산가치에 맞게 과

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게 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

게 되어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

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정한 유형과 규모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그래도 토지 공

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평가로 저평가된 것이 확실하다면 소

급 감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대상이 된 납세자와 세무관련 단체에서는 세무조사 선

정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과세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기간을 확장하여 최장 15개월까지 

소급 감정 평가하겠다는 이번 제도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

고!’라고 따지는 납세자와 과세 편의적으로 특정 지역·계층과 

특정인만 골라 평가하는 과세 관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칫 법적 안정성

을 해쳐 더 큰 국세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영식 세무사 | 김포시청 앞 유림회관
문의 | 031-996-0303

      ...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일정 규모의 나대지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9.02.12.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직접 국가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종 전 개 정 ('19.2.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 예외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 원칙   전·후 6개월 (증여 전6·후3개월) 시가
■ 예외   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예외 ①

이전 2년 이전 6개월 평가기준일 법정결정기한이후3(6)개월
신고기한

원칙 | 평가기간이내 예외 ②

세법개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평가대상기간 적용기준

※ 상속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후 뿐 아니라 법정 결정기한 9개월까지 매매하거나 감정을 받을 때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산정 기

간은 21개월 정도다. 이 기간에 시가로 추정될 만한 행위가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도 평가 기간이 확장됐다. 평가 

기준일 이전 2년 내 거래액은 여전히 검토 대상이고, 평가 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법정 결정기한 6개월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난 

뒤 법정 결정기한인 6개월 안에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시가로 보기 때문에 15개월 동안은 거래가 없어야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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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보면,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므로, 관공서 외 민간기업에는 의무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공서와의 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

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관공서 공

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

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고, 대

체공휴일에는 설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어린이날

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

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2. 시행시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은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3. 휴일 대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G C C I  C O L U M N
| 김포상공회의소 컬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노 무 컬 럼

시행시기 적용기업

2020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2021년 1월 1일 상시 30인 이상의 기업

2022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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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개별 근로자 동의는 불필

요), 둘째는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

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는 자를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

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이 본격화 되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이 되어, 

근로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4.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

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인 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은 근로일이 되고, 8월 17일이 휴일이 됩니다. 한편, 대체

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

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관공서 공휴일이 토요일처럼 무급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건히 휴식을 보장하

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

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

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

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 | 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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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두통 질환
‘편두통’

편두통은 뇌와 머리 뇌신경 및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

병하는 두통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두통 질환으로 일반인의 약 

10~20%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10~20대에 처음 발생하며 

90% 이상의 환자에서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특징을 보임으로, 40

세 이후에 처음 발병한 경우에는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더 많이 발병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사춘기 이후에는 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

며 어린이에서는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편두통은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급격한 체중변화(다이어트), 불규칙

한 생활습관과 같은 신체 내부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신경, 

혈관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납니다. 여성은 월

경 전후에 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

게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 

환자는 흔히 가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환 발생에 유전적 요

인도 관련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4가지 단계로 구분하며 모든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 따라 다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구기에는 

두통이 있기 전에 기분이나 기력에 변화를 느끼는 전구증상이 나타

납니다. 신경 예민, 목 뻣뻣함, 오한, 심한 피로, 식욕 부진 등으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컬럼

G C C I  C O L U M N
| 김포상공회의소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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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기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한 시간 미만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는 과정으로,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반짝반짝하는 빛

이 보이는 등의 증상이 조짐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조짐이 

없는 편두통도 많이 있습니다. 두통기에는 사람마다 통증이 

양상이 매우 다양하나, 주로 욱신욱신 쑤시고 맥박이 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나타나고, 두통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이며, 4~72시간 정도 경과 후 진정됩니다. 

통증 시 체한듯한 느낌의 속 불편감이 잘 발생하며, 심하면 구토나 구역, 심한 안구통 등이 올 

수 있으며, 불빛이나 소리에 민감해 지기도 합니다. 회복기에는 두통이 사라진 후 환자의 대부분

에서 각각 다른 상태가 나타나는 데 기분 저하, 무기력감, 불안정감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진단은 검사보다는 증상을 통한 진단이 우선으로 이에 따라 환자의 병력청취를 진행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며 갑작스럽거나 두통이 매우 심한 경우 

CT, MRI 영상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사는 편두통 자체를 진단하는 검사라

기보다는 뇌출혈, 뇌종양 등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이 의심이 될 때 질환을 분별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을 통한 치료는 진통제를 통한 치료인 급

성기 치료와 두통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편두통 예방약을 매일 복용하여 편두통 발생 빈도

와 강도를 낮추는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환자 각각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정하여 시행

하게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운동을 하도록 하고 편두통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복용을 중단하거나 복용량

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성인에 있어서, 가장 흔한 만성 두통병으로 두통의 강도와 잦은 빈도로 인하여 환자들

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병입니다.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쉬운 병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

단 후, 생활습관 교정과 알맞은 약물치료가 병행된다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포우리병원 신경과 
고재용 과장

       편두통은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급격한 체중

변화(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같은 신체 내

부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신경, 혈관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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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안내

사업명 서비스 내용 상담문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특례보증료 100% 지원 (업체당 1회에 한함)

기업지원과 031-980-2283

경기신용보증재단
031-997-1278
| 내선번호 : 10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중 구간별 차등(0.3 ~ 2.0%)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운전자금 대출이자 차액 지원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중 구간별 차등(0.5 ~ 3.0%) 지원 / 이자차액 보전

기업지원과
031-980-2283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재직자 부담금 일부 지원
▣ 최초3년간 각각 월납입금 50% 지원

기업지원과
031-980-2297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 업종 : 출판, 방송, 영화, 음악, 캐릭터 등
▣ 업체당 5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

기업지원과  031-980-2283

경기신용보증재단  
031-997-1278
| 내선번호 : 104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
▣ 제조업 종사 업체당 1억원, 비제조업 종사 업체당 5천만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당기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업체당 매출채권보험료 70%범위 내, 100만원 한도

기업지원과  031-980-2283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사업명 서비스 내용 상담문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별도 실시 예정

기업지원과 
031-980-2297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사업 효율적인 상품 마케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별도 실시 예정

김포상공회의소 
031-983-6655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용 지원
▣ 단계별 참가비용(진입 50만원, 발전 250~350만원)의 50% 지원

기업지원과
031-980-2297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샘플 배송 및 정식 수출 물류비 일부 지원
▣ 샘플 배송(자부담 30%), 정식 수출 물류비(자부담 40%), 500만원 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70-7116-4812

G-FAIR 단체관 운영지원 G-FAIR KOREA 참여기업 지원
▣ 부스임차 및 설치비, 부대시설사용료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51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별도 실시 예정

기업지원과
031-980-2297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료,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업체당 100만원 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031-932-350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관내 제조기업의 PL보험료 일부 지원
▣ 업체당 PL보험료 70%범위 내, 50만원 한도 김포상공회의소

031-983-6655
상생이업종 교류지원사업 중소기업 이(異)업종 간 교류 촉진 지원

▣ 조찬 간담회, 교류 강화 워크숍, 우수제품 전시ㆍ판매전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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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업지원사업알리미

김포시 기업지원사업을 
카톡으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추가하는방법

① 카카오톡 실행 ▶ 오른쪽상단 돋보기 누름 ▶ 채널명 입력 ▶ 채널추가
②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스캔  ▶ 채널추가

사업명 서비스 내용 상담문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IP맵,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자부담 30% / 프로그램별 700만원 ~ 1,800만원 한도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46

김포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 및 판로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증(19종) 컨설팅·인증수수료 지원
▣ 소요비용의 70% 보조, 10,000천원 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70-7116-4812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생산정보화 구축
▣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 25,000천원 한도

2021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기업 맞춤형 지원
(디자인개발, 규격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소요비용의 60% 범위 내, 38,000천원 한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859-6494

기술닥터 지원사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중기애로 기술지원
▣ 소요비용의 70% 보조 / 프로그램별 300만원 ~ 2,600만원 한도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113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
R&D 개발, 뿌리기술 인증 획득, 유해물질 대응, 시험분석 지원 등
▣ 소요비용의 70% 보조 / 프로그램별 1300만원 ~ 20,000만원 한도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71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지원사업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개발 비용 지원
▣ 소요비용의 70% 보조, 평가점수에 따라 100만원 ~ 300만원 한도

기업지원과
031-980-2284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제품·기성제품 디자인개발 소요비용 지원
▣  제품 디자인개발 : 1,4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 시각·포장 디자인개발 : 7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2

중소기업 기술지원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시 기업지원사업알리미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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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

G C C I  I N F O R M A T I O N
| 김포상공회의소 사업안내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I.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S-OJT) . 031) 940-6822, 6821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이란?
   입사 1년이 넘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근무 상황(근무시간 중 기업의 

   시설/장비 활용) 하에서 맞춤형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등을 지원 (기본과정 20~40h, 단기집중과정 4~8h)

■ 신청자격 요건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기존 훈련사업의 진입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훈련사업 참여 이력 (최근 1년 기준)이 없는 기업 우대

■ 참여기업 지원내용
  ·현장훈련(S-OJT) 시간 수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NCS직종별 단가 × 수료인원 × 훈련시간(예) 기계분야 6,370원×2명×40h = 509,600원

II. 일학습병행  . 031) 940-6825, 6806

■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근로자 (2년 이내 채용된 자)”에게 “기업현장교사(3년 이상 경력자)”가  

     NCS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기업에서 일하면서 직무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도 가능함.

■ 신청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수의 최대 25%까지 신청 가능)

  ·CEO의 참여 의지가 높고, 산재 미발생, 신용등급 B 이상의 기업

■ 참여기업 지원내용
  ·연간 지원비용 | 현장훈련비, 훈련지원금,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지원
      (예) 학습근로자 3명이 참여할 때 연간 3,150만원 지원

III.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국비지원)  .  031) 940-6824, 6826, 6867

■ 참여자격 :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우선지원기업)
■ 자체훈련(기업에서 훈련실시) : 최소 8h 이상 (예)기계설계 6,370×2명×8h=101,920원
■ 위탁훈련 (경기인력개발원에서 훈련실시) : http://kg.korchamhrd.net/ 접수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인원 비고

1 굴삭기 운전실무 40 14 주말

2 소형건설기계 안전운행 8 25 주말

3
지게차 운전실무
(코스 + 적재ㆍ하역)

24 12 주말

4 2D 도면작성 및 관리 (Ⅰ) 16 15 주말

5 2D 도면작성 및 관리 (Ⅱ) 16 15 주말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인원 비고

6 기계요소 3D 형상모델링 (Ⅰ) 16 15 주말

7 기계요소 3D 형상모델링 (Ⅱ) 16 15 주말

8
3D모델링과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20 15 주말

9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관리_중장년 ICT 8 15 주중

10 영상제작 및 적용_중장년 ICT 14 15 주말

36

※예외 | 3톤 미만 굴삭기ㆍ지게차 면허 실기과정 - 실습비 각각 30만원 자부담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 및 혜택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 김포상공회의소

37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치

기준 지원액(가치)

규제 및 애로해소

對정부건의 회원 중심 - ∞

(연구/정책건의) 세법·공정거래법 등 법률개정, 기업인사면 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회원 중심 - ∞

휴먼 네트워크

신년인사회 지역 유일의 화합과 만남의 장 연 1회

신규회원사 간담회 연 1회

근로자의 날 기념 모범사원 표창 상장, 부상품 연 1회 100,000

모범임직원, 회원사 시찰 국내 및 해외시찰 연 2회 1,000,000

정부 포상 각종 표창 도지사, 중기청장, 국회의원, 시장, 상의회장 등

세미나 간담회 이슈별 세미나, 포럼, 간담회 회원 중심 (무료 또는 할인)

국내 및 해외시장 활동

해외 시장개척 파견 연 2회 8,000,000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연 1회 5,000,000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2,000,000

제휴서비스

DHL 국제특송할인 회원 전용 (할인)
*수출입서류 (43%할인), 소화물 (30%~50%할인)

연100건, 건당 5만원 내외 5,000,000

CJ 대한통운 국제특송할인 회원 전용(할인)
*중동/아프리카지역 수출입서류(45%할인), 소화물(45%~65%할인)

연200건, 건당 5만원 내외 10,000,000

코리아헤럴드 통번역 지원 회원 전용 (할인)
*번역료 (20%할인), 통역료 (15%할인)

연10회, 회당 10장, 장당14,000원 
(한->영번역기준)

1,400,000

해외출장 및 의전 서비스
(마이스투어)

회원 전용 (할인)
*해외출장, 인센티브프로그램, VIP 의전서비스 (취급수수료 최대 50% 할인)

연5회 이상,
패키지상품 이용기준

1,400,000

해외바이어발굴서비스
(한국콤파스)

회원 할인
*한국콤파스 유료서비스 (430만 해외 바이어 정보, 

온라인홍보, 희망바이어 발굴 등) 15% 할인

연 1회, 유료서비스 
패키지 2종 이용기준

650,000

국내기업연수지원서비스
(대명리조트)

회원 전용 (할인)
*국내 11개 리조트 및 호텔 (78%), 세미나실 및 레저시설 할인 (최대45%)

연 2회이상, 30명 이상
이용기준

4,000,000

제조물책임보험(PL) 회원 중심 연 3백만원가입시 20~40%할인 600,000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회원 중심 연 3백만원이용시 20%할인 600,000

휴먼 네트워크

회원증명 발급 회원 전용 (무료) 연1건, 2백만원 2,000,000

원산지증명(C/O)
회원 무료 발급

*비회원:일반 C/O 및 무역증명 (1건 9,000원) FTA C/O (1건 7,000원)

*회원 : 모든 C/O 및 무역증명 무료

연 300건
*일반C/O, 1사 평균발급건수

2,100,000

서명등록 회원 무료 발급 (비회원 수수료 : 1연 55,000원) 연 1회 55,000

정부 포상 회원증 및 현판 회원 전용 150,000

세미나 간담회 상의소식지 회원 중심 연 2회 150,000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의 혜택은 + 무한가치입니다.

■ 단위 | 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종

㈜에이치골든엘리베이터 최희영 양촌 황금로 117, 나동 526호(메카존)  031-986-0517  엘리베이터 제어반, 콘트롤 박스

㈜코스텍산업 박승관 대곶 송마로 6 031-989-9603 화장품케이스

㈜태원에스아이 최광국 양촌 삼도공단로 11번길 57 032-578-8583
인테리어 내장재, 목가공, 목재 생활전기기기, 
공기정화기 외

㈜엠에스유 임경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8 031-983-4822
생명과학기자재-페트리 접시 (세균 배양 따위에 쓰이는, 
둥글넓적한 작은 접시), 스프레더 등

준스틸㈜ 이동준 양촌읍 김포대로 1616 032-323-5560 철근, 철판, 형강 등

㈜컴베이스 박남서 통진읍 가현로 27 070-7017-8006 위생용품 수거함, 손펌프, 완구 임가공

중앙메탈㈜ 안석진  양촌읍 황금4로 131 031-998-5052 비철금속 (동, 황동, AL, STS)제조, 판매, 금속가공

㈜티티에스 유우석 양촌읍 황금4로 136 031-384-6856 플로팅루프실

플렉스피앤씨 김일환 대곶면 대곶서로 321-1 031-982-9088 현장 소모품

뷰라이프 이춘영 양촌읍 황금로 324번길 42 031-985-9399 숙면유도기, 베개

㈜세명유리 박준걸 통진읍 월하로 301번길 136 031-988-0943 욕실 및 가구용거울, 유리

이형재세무회계사무소 이형재 양도로19번길 15,302호 
(풍무동, 시그니쳐프라자)

031-988-1456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

㈜동호산업 권휘종 고촌읍 장곡로 3번길 94 031-986-6722 건축자재, 안전용품

(주)현준산업 김태군 대곶면 대곶로 484번길 188 031-987-1534
창호 (플딩도어) 경첩 및 하드웨어, 휴대용 가스렌지, 
가스난로, 가스오븐겸용기기

㈜오리엔탈정공 김석만 통진읍 고정1로 75 031-991-9001 모형, 전시물제작설치, 임대업

㈜아람피앤아이 임정순 대곶 대곶서로 283-45 031-996-6757 화장품, 식품 포장지

㈜앤디엠 신용곤 김포한강1로 28-7, 206-6호 (장기동) 031-991-4207 건축관련 타일, 위생기, LVT, 불연흠음재

㈜진산건설 신승진 대곶면 율생로 31-5 031-981-4500 토목공사, 판넬공사

조인특수데칼 조영걸 대곶면 율마로 151 031-981-9844 전사인쇄

컬러원코스메틱 권도봉 황금로 117 (양촌,메카존), 나동 339호 070-4269-8143 화장품 부자재 수출

토모 윤형빈  하성면 하성로 570번길 111-4 070-818-4011
방충망 미세먼지 필터, 외풍차단 투명시트,
주방투명시트, 일회용 청소포 외

㈜모아건축디자인 이진석 김포한강9로 79번길 190, 7층 702호
(구래동, 이너매스한강)

031-998-6804 실내건축디자인, 블라인드, 미세먼지 방충망

㈜한진펌프 김영운 대곶면 대곶북로 422 031-996-3600 수중펌프, 수중모터펌프, 에어펌프

㈜휴테크산업 주성진 양촌읍 황금로 258번길 9 1599-7776 안마의자, 마사지기, 안마기

예일에프앤씨㈜ 정순애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601호 031-987-9377 컨설팅, 강의

(주)서한케어 최유천 김포대로 2918번길 22 (월곶면) 031-989-5085 인공엉덩이뼈관절, 추간체고정보형재, 골접합용나사

피비아이컴퍼니 문애영 태장로 741, 5층 503호 (장기동) 031-996-4038 컨설팅, 미래에셋

㈜글로벌푸드 박헌옥 고촌읍 상미로 9번길 45 070-7729-8157 김치

문배주양조원 이기춘 통진읍 검암2로 15번길 27 031-989-9333 증류식 소주

㈜한국프루트 김영숙 김포대로 1216번길 208-42 (걸포동) 031-985-0556 과채쥬스, 과체음료, 액상차

신규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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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종

(주)에스앤에스 김현곤 황금3로 42 (양촌읍) 032-671-3500 자동차타이어휠 보호용패트, 자동차용 및 가구용 볼트 외

알파크레인 S 김찬영 양촌읍 황금로 258번길 57 031-997-4650 산업용 리모콘, 호이스트 크레인 제어판넬

경민테크㈜ 김경석 황금3로 7번길 56 (양촌읍) 031-983-6853 수도꼭지, 주방기기, 샤워기

세무사홍석일사무소 홍석일 김포 한강2로 143 (장기동) 농협지점 2층 031-988-6403 세무사

엘비코스메틱 이삼래 장릉로 27 (풍무동) 031-981-0537 화장품

(주)진흥엔지니어링 정연수 황금1로 80번길 7 (양촌읍) 070-4077-0731 레이저 가공, 절단절곡, 판금, 폐수처리

우진스프링 장준복 대곶면 초원로 68-6 031-988-6483 스프링 철선가공

제주돈가 김진희 양촌읍 김포 한강4로 387, 1층 2층 031-981-7782 제주생갈비, 오겹살

이룸디자인 최소은 양촌읍 석모로 44번길 100-15 1522-8564 간판 및 광고물

그린에프5 김포본부 박종환 고촌읍 김포대로 344 (정다운 가), 601-2호 1522-6961 방역, 방충용품

㈜케이티팝스 구희태 관순로 27,2층 (사우동) 031-211-1965 경비,미화,관리 인력 파견

선코퍼레이션 김선진 하성면 동마동로 43번길 69 070-8621-452 클린사업, 전기절감 컨설팅

볼레미디어 강병구 태장로 765 (장기동), 3층 326호 031-992-4190 기업홍보영상제작, 유튜브 운영 대행

세강솔루션㈜ 소양섭 김포 한강1로 250, 136호 (운양동) 1566-4325 실링팬 에어컨

(주)쎌바이오텍 정명준 월곶면 개곡리 134 031-987-6205
유산균원말, 유산균분말제품, 항균활성물질, 
기능성소재

세이코스메틱 류현우 사우중로 73번길 39, 218동 1203호
 (북변동, 풍년마을)

070-4606-4832 화장품, 간강기능식품

㈜구스 (쿠친) 권희정 황금로 70번길 5-60 (1층상가(한라)) 031-989-7251 생활용품,건강용품,이미용품

로데오스위트 (우림로데오) 박연희
김포 한강5로 417
(구래동, 한가람마을 우미린) , 109동 2002호

010-4927-0350 부동산

㈜정문이엔이 이안수 대곶면 산자뫼로 127-12 031-982-6270
상하수도 기계 제작 / 컨베에어, 탈취기, 
슬러지수집기, 스크린, 크레인 등

㈜제일산업 김호일 월곶면 애기봉로 467 031-988-7945 공업용 랩 제조, 마스크 제조, 종이지관 제조

(주)기린종합건설 명윤화 대곶면 소래로97번길 50-1 031-997-7568 상가, 주택 건설시공

서울보증보험(주) 김포지점 김상택 김포대로 855 2층203호 (사우동 네오프라자) 031-986-0031 보증보험

클라크렌탈판매㈜ 한상만 양촌읍 황금1로 277 032-885-2266 신품, 중고품 지게차 / 물류기기 임대, 판매, 정비 일체

새롬실리콘로라 양정삼 학운산단1로 84 (양촌읍) 031-923-3245 기계고무부품, 산업실리콘 고무제품

(주)강남기전 조고운 하성면 월하로 778번길 65-35 031-988-4371 수배전반 제조 / 무역 (전기자재)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안창엽 통진읍 가현리 317-14 031-988-9206
패킹주입식신축관이음관, 볼조인트,
슬립조인트, 멀티조인트, 애니조인트

㈜크리니트 오훈 양촌 황금로117 1566-3696 건물관리, 유지방분해제, 음식물처리기

대양스틸산업 원종진 양촌읍 고음달로 125 031-987-4754 리싸이클링, 철스크랩 외

광신산업㈜ 김성수 황금3로 39번길 20-30 (양촌읍) 070-4699-1881 식품진공포장지

(주)용광 이연백 황금3로 7번길 73 (양촌읍) 032-569-4650 보일러 금배기관

(주)영테크팩 이시영 황금1로 80번길 88 (양촌읍) 031-989-5203
시트형포장기계, 3면스틱분말포장기계,
4면씰링액체동포장기계, 수평4면지퍼포장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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