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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 ENG 사이트맵 고객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소개 조직 통합검색

서울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성명 소속 직위

최태원 SK(주) 회장

성명 소속 직위

공영운 현대자동차(주) 사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주) 회장

김 원 (주)삼양사 부회장

박지원 (주)두산 부회장

우기홍 (주)대한항공 사장

윤도준 동화약품(주) 회장

이순형 (주)세아제강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주) 사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정기옥 (주)엘에스씨푸드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성명 소속 직위

권혁웅 (주)한화 사장

김범수 (주)카카오 의장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서경배 (주)아모레퍼시픽 회장

우석형 (주)신도리코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주) 부회장

이우현 OCI(주)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주) 대표이사

장병규 (주)크래프톤 의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회장

하범종 (주)LG 사장

성명 소속 직위

우태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회장

 부회장

*성명순(가나다)

 상근부회장

조직

조직도 임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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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직위

박인주 (주)제니엘 회장

홍종훈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부사장

성명 소속 직위

이종태 퍼시스(주) 회장

성명 소속 직위

강신호 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

김광석 아시아나항공(주) 부사장

김영주 (주)종근당 대표이사

마창민 디엘이앤씨(주) 대표이사

박성호 (주)하나은행 은행장

윤홍근 (주)제너시스 회장

이영회 (주)영원무역 부회장

이준환 (주)케이씨티시 대표이사

임명수 한국정보통신(주) 사장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전창원 (주)빙그레 사장

조현상 (주)효성 부회장

진옥동 (주)신한은행 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주) 회장

허 인 (주)국민은행 은행장

성명 소속 직위

권광석 (주)우리은행 은행장

김기영 대한제당(주) 대표이사

김 형 (주)대우건설 사장

박성서 대진반도체(주) 회장

서태원 디아이동일(주) 대표이사

- 삼부토건(주) 사장

이제중 고려아연(주) 부회장

이현준 쌍용C&E(주) 대표이사

임윤순 한국바스프(주) 대표이사

장동현 SK에코플랜트(주) 사장

조석희 (주)티씨씨스틸 부회장

주시보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최원혁 (주)LX판토스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주) 사장

황성우 삼성SDS(주) 대표이사

성명 소속 직위

강운식 (주)디비아이엔씨 사장

권명숙 (주)인텔코리아 사장

김기한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만태 (주)대한해운 사장

김영민 (주)엘지경영개발원 원장

성명 소속 직위

고준형 (주)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기훈종 한독아이티(주) 사장

김대영 (주)슈피겐코리아 대표이사

김명헌 (주)한유 총괄사장

김홍기 씨제이(주) 대표이사

 감사

*성명순(가나다)

 상임의원

*성명순(가나다)

 의원

*성명순(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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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직위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박우정 (주)대신산업건설 회장

배준영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성기동 나이스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신명호 (주)부영주택 회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주) 대표이사

윤대명 (주)소화 대표이사

이동재 알파(주) 회장

이문복 현대씨앤알(주) 대표이사

이상우 평화당인쇄(주) 사장

이완신 (주)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찬의 (주)삼천리 부회장

전찬혁 (주)세스코 사장

정춘호 (주)지에스리테일 전무이사

조현진 (주)나라홀딩스 부회장

차영환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허민호 (주)씨제이이엔엠 대표이사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성명 소속 직위

문창기 (주)이디야 회장

박혜린 (주)바이오스마트 회장

서병륜 한국파렛트풀(주) 회장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

심상돈 (주)스타키코리아 회장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건준 (주)BGF리테일 사장

이만우 (주)동성케미컬 사장

이상복 범주해운(주) 회장

이수영 (주)웅진 대표이사

이재흥 (주)에코밸리 대표이사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정경희 (주)토니모리 상무

조성희 (주)아마존카 대표이사

진재승 유한킴벌리(주) 사장

최재영 (주)거봉아이엔씨 회장

홍성호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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