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

19만 회원기업이 선택하는

insure.korcham.net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02-6050-3866  Insure@korcham.net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02-6050-3867  Insure1@korcham.net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		 02-6050-3875  plcenter@korcham.net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	 02-6050-3868  Insure2@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

광역시

부산  (051)990-7000

인천  (032)810-2800~3

광주  (062)350-5800

대구  (053)222-3000

대전  (042)480-3114

울산  (052)228-3000

세종  (044)863-3080

경기도

경기동부  (031)592-3039(95)

경기북부  (031)853-6681/4

고양  (031)969-5817

광명  (02)2060-3047(57)

광주하남  (031)761-9090/2

군포  (031)398-8451/3

김포  (031)983-6655/6

부천  (032)663-6601~8

성남  (031)781-7901/4

수원  (031)244-3451/6

시흥  (031)501-5700

안산  (031)410-3030/4

안성  (031)676-4411/3

안양과천  (031)447-9171/8

오산  (031)373-7441/4

용인  (031)332-9812~3

의왕  (031)451-5061~2

이천  (031)633-3961/4

파주  (031)8071-4242

평택  (031)655-5813/6

포천  (031)535-0072~3

화성  (031)350-7900

강원도

강릉  (033)643-4411/3

동해  (033)533-3976~8

삼척  (033)573-2401/3

속초  (033)633-2564

원주  (033)743-2991

춘천  (033)251-2674

태백  (033)552-5555

충청북도

음성  (043)873-9911

제천단양  (043)642-3114

진천  (043)537-5900

청주  (043)229-2700

충주  (043)843-7001/5

충청남도

당진  (041)357-2500

서산  (041)663-3063/4

충남북부  (041)559-5700

전라북도

군산  (063)453-8601/5

익산 (063)857-3535/8

전주  (063)280-1100

전북서남  (063)537-4511/3

전라남도

광양  (061)793-0012

목포  (061)242-8581~2

순천  (061)741-5511

여수  (061)641-4001/4

경상북도

경산  (053)811-3031/4

경주  (054)741-6601/5

구미  (054)454-6601/5

김천  (054)433-2680/5

상주  (054)533-5841~2

안동  (054)859-3090~1

영주  (054)632-8830

영천  (054)335-6000

칠곡  (054)974-0850

포항  (054)274-2233/7

경상남도

거제  (055)637-3830

김해  (055)337-6001/3

밀양  (055)355-7111~2

사천  (055)833-2204, 5403

양산  (055)386-4001/5

진주  (055)753-0411/3

창원  (055)210-3030

통영  (055)643-2330~1

함안  (055)584-2376/8

제주도

제주  (064)757-2164/6

전국상공회의소

일반보험보다 유리한 서비스

저렴한 보험료

•  전국 72개	상공회의소를 활용한 가입신청, 사고접수

•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접수

전국상공회의소 서비스망 활용

문  의  처

•  단체할인율 적용해 보험사 대비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지자체 지원을 통해 납입보험료의 최대	20~80% 환급(PL공제)

*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규모·한도는 지역별로 상이 
(서울·부산·대구·안성·김포·군포·성남·이천·서산·양산 등)

•  제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검증된	서비스

•  가입제한·보상불편 최소화 등 상공회의소 협상력 활용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보장하는 

손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가입대상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보장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중대사고로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금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형사방어비용(선택) : 기업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

써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위기관리비용(선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해 관리 및 손해 최소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  

(컨설팅비, 위로금 등)

•  오염손해 보장확대(선택) : 피보험자가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배상책임 보장제외(선택) : 법률상 손해배상금 부담보 

(근재 등 타보험과의 중복보험 발생 이슈 해소 가능)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보장하는 

손해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대상

•개인정보 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 보유 업체 (이벤트 업체 등)

보장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 신용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

•  과징금 : 사고 발생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 사고발생 시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위기관리 실행비용 : 사고 조사 및 통지, 피해자 위문품 비용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

보장하는 

손해

해외 수출입 거래, 부수 도급계약 등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대상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보장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시설소유자 특별담보 : 보장지역내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생산물 특별담보 : 생산물 or 완성작업 위험으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사용자 특별담보 : 업무상 재해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

보장하는 

손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대상

•모든 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부동산은 제외

보장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필요비 및 유익금 : 손해의 예방·경감, 손해배상 받을  

권리보호 등에 지출하는 비용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등

공제상품 안내

http://insure.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