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안내 및 구분
MEMBERSHIP CATEGORIES
A. 정회원 CORPORATE MEMBER
본회의 정회원은 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SEC) 혹은 무역산자부( DTI) 에 사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한국인이 실제 경영권을행사하는 한국 투자기업이나 합작회사 또는 지점(지사)여야 하며 각 지방
상공회의소 지회 정회원도 포함된다.
Corporation, partnership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which are registered to SEC or DTI and
qualified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of which the ownership is held by Korean Citizens and/or Korean
Corporations.

B.

준회원 ASSOCIATE MEMBER
본회의 준회원은 필리핀에서 한국기업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필리핀 현지기업 및 모든 외국기업과
단체로 한다.
Regardless of nationality, Corporati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having close and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with a Korean business organization engage in any economic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C. 특별회원 SPECIAL MEMBER
본회의 특별회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정관계, 재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본회의 명예에 부합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업체)로 하며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Regardless of nationality,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Individuals involved in or derive substantial commercial or
standing out over conspicuous artistic talented will be entitled to be the member after being approved.

회원 가입 절차 및 회비 안내
MEMBERSHIP PROCEDURE AND FEES
1.

본회로부터 회원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한후 본회로 보내주시면 본회 이사회에서 회원가입 승인을
거친후 신청업체에 연락을 드립니다.
All membership candidates and nominators with completed files will receive notification of the committee's decisions.

2.

본회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후 하기의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본회 회원증과 책자를 보내드리며 본회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특별회원은 회비가 없습니다.
After the notification, Personal ID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paid. However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fees charged for special member.

* 회비 송금시 계좌번호 Account Number: 외한은행 Korea Exchange Bank (Paseo de Roxas) : 532-1000-945
메트로은행 Metro Bank (L.P. Leviste) : 007-270-53199-3
동양은행 Tong Yang Bank (Valero Branch) : 001-11-004603-2
* 수표발행시(Check Issuance): Pay to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계좌번호:
1. 정회원 Corporate Member
2. 준회원 Associate Member
3. Young Professional
4. 특별회원 Special Member

ENTRANCE FEES AND ANNUAL DUES
Entrance Fee
P 5,000.00
P 5,000.00
_
_

Annual Due
P 10,000.00
P 5,000.00
P 5,000.00
_

Requirements:
1. 신청서 Filled-up Application Form
2. 회사 소개서 Company Profile
3. 사업자 등록증 SEC/DTI Registration
4. 가입비 및 연회비 Entrance Fee & Annual Fee Payment (upon approval of membership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