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TA LA Membership Application(회원가입신청서) 

4801 Wilshire Blvd. Suite 285,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9-6582, Fax: 323-939-6583 Email: oktasc@gmail.com 

 

 

Personal Information / 개인 정보 

Name     
사진                         (한글 )     (영문)  DOB 

 
Address  

 

                             Street Address Apartment/Unit # 

    
       City State ZIP Code 

Tel  Fax  Cell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 Web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Information / 사업체 
 

Company 
Name 

 Year  Established  

Address  
Industry/Product 

(업종/취급품목) 
 

Brief 
Introduction 

 

 

Personal Profile(자기소개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태분류          (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mport    (    )Export    (    )서비스업 

Recommendation / 추천인 ( “이사”로 회원가입신청시 2명 이름 기재) 

추천인 Name (1)                                                          추천인 Name (2) 

Annual Membership Dues / 회원 가입비 

[    ] Director | 이사 $750          [    ]  Member  |  회원 $350              [    ] OKTA 준회원 $150 
 

The applicant is pleased to apply for the membership to OKTA LA. (pay to the order : OKTA LA ) 

본인은 OKTA LA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Print Name / Signature                       Date  

 

Please send the application accompanied with membership Due to the address below. 

OKTA LA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4801 Wilshire Blvd., Suite 285,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9.6582 | FAX 323.939.6583  l    E-mail : oktasc@gmail.com  Web site : www.oktala.net 

 
 

   내 부 용        [  ] 정기이사회 심의       [  ] 회원가입 승인       [   ]신규이사 인준 
 

 

 

mailto:oktasc@gmail.com
http://www.oktala.net/


 

4801 Wilshire Blvd. Suite 285,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9-6582, Fax: 323-939-6583 Email: oktasc@gmail.com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에 회원가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TA LA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드립니다.  

OKTA LA 2020 년 신규 “회원가입신청서(이사/일반회원/준회원)”를 송부 드립니다. 

 

첨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회원가입신청서 원본과 Membership Fee(Check)를 우편메일로 보내주십시요. 

2020 년 정기이사회에서 인준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신입회원 가입) 

 

[OKTA LA 회원가입 절차 및 신청방법] 

옥타의 멤버가 되시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35 세 미만은, 매년 개최하는 무역스쿨에 신청하셔서, 졸업하신 후 준회원으로 가입하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35 세 이상은 일반회원이나 이사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필히 OKTA LA 기존 이사님 

두분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추천인) 

OKTA LA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규정 입니다. 

가지고 계신 네트웍을 확인하시다 보면 추천해 주실 이사님들이 계실것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된 분에 한해서  

“정기이사회에서 입회 승인 절차”를 거쳐 OKTA LA 회원가입이 결정됩니다. 

  

다소 번거롭게 보일수도 있으나 협회의 정관규정에 의거한 기본적인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TA LA 에 회원가입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화일 ] 

1. 2020 OKTA LA 회원가입신청서 양식 1 부. 

2. 2020 World-OKTA 회원명부 작성용 양식 1 부. 

3. 2020 OKTA LA Membership Fee Invoice (연회비) 1 부.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   회 장   최 영석    이사장   김 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