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신규 회원사 대표
제 목 제11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안내
1.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우리 무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년은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수출·소비·고용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美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한 회원사의 경영전략 수립지원을 위해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을 초
청하여 ‘2017년 국내외 경제진단 및 전망’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KITA 최고
경영자 조찬회는 회원사 CEO 대상으로 별도 멤버십 제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신규회원사는 1회 무료 참석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07:25 ∼ 09:10
-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B1F 하모니볼룸
* 주차는 호텔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

2. 연

사: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3. 주

제 : 2017년 국내외 경제진단 및 전망

4. 참가신청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eminar@kita.net) or 팩스 (02-6000-5190) 송부
5. 가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111~120회)
*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는 회원사 CEO 대상 별도 멤버십(연회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2017년 무역협회 신규 회원사에 한하여 1회 무료 참석 가능)

6. 신청마감 : 2017년 1월 17일(화)까지
7. 문

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02-6000-5256)

한국무역협회 회장
“협회 창립 70주년, 한국무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기안자 회원서비스실 홍정완 대리
결재권자 회원서비스실 김일산 실장
문서번호 20161027 - 003
작성일자 2016. 12. 23
우 06164
도로명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ta.net
전화번호 1566-5114
팩스번호 (02)6000-5190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seminar@kita.net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멤버십 가입신청서
무역협회 회비 완납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조찬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연회비 20만원으로
1년간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연사들의 강연과 추천 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상

신청 분류

조찬회 연회원

가입(20만원) □

1회 참석 (1월)

신규회원사(무료) □

회원사(10만원) □

비회원사(20만원) □

※연회원에 가입하시면 연 10회 조찬회 참여 가능합니다. (8월, 12월 제외)
※회원사 내 임직원의 복수가입이 가능하며, 연회비는 가입자 20만원 (1인기준) 입니다.
(연회비 중도환불은 불가합니다.)
※1회 참석만 희망하는 경우, 1회 참석비용은 회원사 10만원, 비회원사 20만원 (1인기준) 입니다.
※가입신청서 제출 후 아래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2017년도 신규 회원사에 한하여 조찬회 1회 무료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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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멤버십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7년
회사명:
접수처

월

일

대표자명: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Tel : 02-6000-5256 팩스 : 02-6000-5190

(인)

이메일 : seminar@kita.net

회비납부처

우리은행 424-04-134781 (사)한국무역협회
- 연회비 1인당 20만원, 1회 참석 1인당 회원사 10만원, 비회원사 20만원 (1인기준)
(입금시 회사명 기재)

계산서 발행

회비 납부 후 사업자등록증 송부해주시면, 입금날짜로 계산서를 발송해드립니다.
* 본 계산서는 VAT 및 고용보험 환급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