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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ct 2021 

 

수신 : 코참 회원사 및 관계사 

Attn: KOCHAM Members & Business Associations  

  

제목 : ‘2021 코참 자선골프 및 상공인의 밤’ 행사 취소 안내 

Re: Cancellation of ‘KOCHAM Challenge–Charity Golf/ Networking Gala Dinner 2021’ 

 

경제발전의 주역인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KOCHAM Challenge – Charity Golf / Networking Gala 

Dinner 2021’ 를 코로나사태 장기화 및 싱가포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

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OCHAM Challenge – Charity Golf / Networking Gala Dinner’ 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

국 대사관,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민관기업, 금융기관, 지상사와 싱가포르 현지 및 

다국적 파트너사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내 유력 글로벌 행사중 

하나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기업과 한인사회를 널리 홍보하고, 주요국 대사, 

정. 재계 인사 및 기업인들과의 High Level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행사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싱가포르 단체에 기부하는 품격 있는 행사입니다.  

 

비록 금년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과 정성을 계속해서 보내고자 합

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상공회의소의 2021년말 

기부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신 용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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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rust you and your organisations are safe and healthy amid the Covie-19 pandemic and 
endemic.  

 

I hereby regret to inform you that ‘KOCHAM Challenge – Charity Golf & Networking Gala 
Dinner 2021’ scheduled in November was cancell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of Singapore authorities.  

  

As you may be aware, ‘KOCHAM Challenge – Charity Golf & Networking Gala Dinner’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global events in Singapore, which has been supported by Korean 
public & private companies, financial institutes, trading houses, and Singaporean and 
International partners and business associations.  

  

On the occasion, the event is providing Korean and global leaders in Singapore including 
ministers, civil servants, diplomats, professors, and business leaders with high-level 
networkings, collaborations,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this event, KOCHAM has been sharing help and charity with a few organisations 
recogniz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which shall be continued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k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donation for the 
KOCHAM’s year-end charity 2021.   

  

I sincerely wish you and your family all the best, and good luck!  

  

 

Best regards,  

 

 

 

 

 

Paul Shin  
Chairman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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