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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2021년 주요 회원서비스 현황

분류 서비스명 지원내역 문의/신청 

상담/

컨설팅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출입절차, 국제계약, 통관, 해외인증 등 무역 분야별 국내최고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회원지원실

membership.kita.net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FTA 활용 종합컨설팅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물류 컨설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각종 컨설팅 지원
물류서비스실

shippersgate.kita.net

해외    

마케팅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기업 1,000개사를 선정 1:1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회원지원실

membership.kita.net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18개국 언어 대상 통번역 서비스 지원(수출바우처 한도 내 지원)
회원지원실

membership.kita.net

APEC 기업인여행카드 발급 APEC 회원국 19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출국 카드 발급
ABTC발급시스템

abtc.kita.net

Kmall24 B2C쇼핑몰 운영 B2C 해외직판 쇼핑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www.kmall24.co.kr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바이어 검색, C/L 제작, 메일링 서비스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kr.tradekorea.com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협회 해외지부와 마케팅오피스가 발굴한 맞춤형 유효바이어 정보 제공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글로벌 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 상시 거래알선 지원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tradekorea.com내 상품 및 기업정보 미니사이트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자금

지원

KITA무역진흥자금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회원사에 3년간 연 2.75%의 금리로 

해외마케팅 자금 융자 지원(한도액 3억원) 

KITA 무역진흥자금 사무국

fund.kita.net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회원사에 수출대금 회수불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출 단체 보험가입비 지원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통합)

수출초기 단계 필요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회바납부 현황에 따라 

50~100만원)

KITA 멤버십 카드 KITA 멤버십카드(기업용 신용카드 겸용)를 통해 회원사 우대혜택 제공

무역

센터

시설

이용

구인구직 무역인력 매칭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 해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중소기업 무역인력매칭 

서비스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www.jobtogether.net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초보수출기업에 무역센터 내 사무실 임대(저렴한 임대료, 무료 인터넷 

이용)
회원서비스실

membership.kita.net

비즈니스센터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내 회의공간 무료 이용

스타트업브랜치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포상 및

증명 발급

무역의날 포상 추천 수출의탑 및 개인 유공자 포상 추천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수출입 실적증명서 발급

일반상품 직수출실적 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을 

온라인으로 발급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회원사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 인증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