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회원사 대표 귀하
(경 유)
제 목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1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21. 2. 24(수), 10:00~12:00

2. 장

소 : 서울 삼성동 COEX 4층 컨퍼런스룸(401-403호)

* 종료 시간 변경가능

3. 의 제
가. 의결사항
(1) 임원 선임(안)
나. 보고사항
(1)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2020년도 KITA 무역진흥자금 결산 및 융자사업실적
4. 참석/위임 통보방법 (동봉 우편봉투 활용 시 우편요금 무료)
가. 대표자 참석 : [붙임1] 작성 후 FAX만 송부(서명 가능)
나. 대리 참석 :

[붙임2]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및 우편 송부

다. 불참 회신 :

[붙임3]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및 우편 송부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참석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위임통지서는 원본 발송시에만 유효함
5. 송부기한 : 2021년 2월 19일(금)
6. 연락처 : 02-6000-5136~7/5068/5256/3367, FAX : 02-6000-5119/5500/5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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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도 정기총회 참석통지서

본인은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2021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업체명
무역업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대표자

* 서명 가능

2021년

월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귀하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회 정보 및 QR코드 발송용)
참석자 성명

전화번호(유선)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소

* 기재시 개인정보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동 정보는 정기총회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 02-6000-5119/5500/5630~1)
- 기한 : 2021. 2. 19(금)
- 문의 : 정기총회 사무국 ☏ 02-6000-5136/5137/5068/5256/3367

[붙임 2]

2021년도 정기총회 대리참석통지서
본인은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인이 행사할 일체의 권한을
당사의 참석자(성명/직책)

업체명

/

에게 위임합니다.

법인인감(날인필수)

무역업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대표자

2021년

월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귀하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총회 정보 및 QR코드 발송용)
참석자 성명

전화번호(유선)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소

* 기재시 개인정보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동 정보는 정기총회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FAX와 함께 반드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원본 제출시에만 위임통지서 유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8층 정기총회 사무국(우:06164)
- 기한 : 2021. 2. 19(금) (FAX : 02-6000-5119/5500/5630~1)
- 문의 : 정기총회 사무국 ☏ 02-6000-5136/5137/5068/5256/3367

[붙임 3]

2021년도 정기총회 불참(위임)통지서
본인은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2021년도
정기총회에 불참함에 따라, 행사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본인이 행사할 일체의 권한을 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업체명

법인인감(날인필수)

무역업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대표자

2021년

월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귀하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총회 정보 및 QR코드 발송용)
참석자 성명

전화번호(유선)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소

* 기재시 개인정보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동 정보는 정기총회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FAX와 함께 반드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원본 제출시에만 위임통지서 유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8층 정기총회 사무국(우:06164)
- 기한 : 2021. 2. 19(금) (FAX : 02-6000-5119/5500/5630~1)
- 문의 : 정기총회 사무국 ☏ 02-6000-5136/5137/5068/5256/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