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명부> 구독료 납부 안내  
 

1 년에 한 번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로 발행되는 회원명부는 한불상공회의소의 회원사 및 개인회원과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한불상공회의소 회원명부는 대다수의 주한 프랑스 기업, 

프랑스 시장과 관계된 비즈니스를 하는 다양한 한국 업체(대기업, 합작회사, 개인사업, 레스토랑, 벤처시업, 개인회원…), 

그리고 주한 프랑스 기관과 협회, 한국의 기관(경제자유구역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총망라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발행 언어 : 3 개국어(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납부 안내 

한불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회원명부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받으실 분의 정보(성함, 주소, 연락처)를 

communication@fkcci.com 로 보내주신 후 본 소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시거나 본 소로 직접 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 70,000 원 / 55 유로 
 

1. 국내:  

Type 
Unit Price 

KRW 
Student 

Tarif 

Shipping Price (Domestic) 
Total / Student 
KRW (Seoul) 

Total / Student 
KRW (Provinces) Seoul 

Metropolitan 
Provinces 

2020-2021 

회원명부 
70,000 ₩ 35,000 ₩ 4,000 ₩ 5,000 ₩ 74,000 (39,000) ₩  75,000 (40,000) ₩  

2019-2020 

회원명부 
35,000 ₩ 17,500 ₩ 4,000 ₩ 5,000 ₩ 39,000 (21,500) ₩ 40,000 (22,500) ₩ 

* 학생가격은 재학증명서 혹은 학생증으로 확인 후 진행 가능 

입금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40-009-492957 (예금주: 한불상공회의소) 

2. 해외: 

*주의사항: 기준은 유로가 아닌 원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구매시점의 환율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Type 
Unit Price 

Shipping Price 
(International) Banking fees 

Total Price 
(Student) 

KRW EUR Express Express 

2020-2021 

회원명부 

70,000 ₩ 
(35,000 ₩) 

55 € 
(27,5 €) 

25 €  
(32,000 ₩) 

10 € 90 (62,5) € 

2019-2020 

회원명부 

35,000 ₩ 
(17,500 ₩) 

27,5 € 
(13,75 €) 

25 €  
(32,000 ₩) 

10 € 62,5 (48,75) € 

* 학생가격은 재학증명서 혹은 학생증으로 확인 후 진행 가능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 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KCCI) 

⚫ 거래은행명 : Shinhan Bank, Seoul Global Center Branch Seoul Finance Center, 84, Taepyungro 1-ga, Jung-gu, 

Seoul 100-768 South Korea 

⚫ 계좌번호 : 180-005-922459  

⚫ Swift Code: SHBKKRSEXXX 

⚫ 전화번호 : +82 2 773 3131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하신 간행물을 알려주신 우편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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