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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해외 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 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면 회원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영화 상영 기관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산업 관련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기관,
협력 업체, 기업 또는 관련 사업 단체여야 할 것.
2. 극장 개장 후 운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일 것.
극장 또는 극장 체인 명: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우편 번호:
우편물 수취 가능 주소 (상기 주소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우편 번호:
전화 번호:

팩스:

극장 소유인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웹사이트: www.

서류 작성자:
총 상영관 수: ________

디지털 방식 상영관 수: ___ ___

극장 수: _________

야외 상영관 수: __________

3D 상영관 수: _______

_

설립 연도:

극장 소재 국가명:

(신청 서류와 함께 가입비를 보내지 마십시오. 가입 승인 후 청구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청구서 발송 정보:
담당자 이름:

직함:

우편물 수취 가능 주소 (상기 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 번호:

팩스:

이메일: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750 First Street, NE, Suite 1130, Washington, DC 20002
Phone: (202) 962-0054 FAX: (202) 962-0370
www.natoonline.org

_____

극장 이름 및 주소
귀사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모든 극장의 주소를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멤버쉽 혜택의 일환으로
아래 기재된 모든 극장으로 BOXOFFICE 지를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종이에 기재하셔서 이 서류와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1)
(2)
(3)
(4)

담당자/직함:
극장 소유인:

총무:

대표 이사:

관리/책임자:

사장:

필름 구매자:

부사장:

마케팅:

비서:

기타:

귀사와 NATO 간의 제반 사항에 관해 연락 책임자가 되실 대표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대표자는
NATO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자는 국제
위원회 관련 제반 및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의 NATO 회원들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해
NATO 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보 제공자 이름:
귀 사의 상영관 수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될 Encyclopedia of Exhibition 에 관련된 질문 사항에
답해 주실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

NATO 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NATO 회원을 통해서

□ 컨벤션

□ NATO 웹사이트

□ 잡지: (잡지이름)

□ 기타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