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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족을 갈라 북에 소개하는 특별 광고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존경하는 Founding Member                                                            님께, 

우리가 떠나온 한국은 대대로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와 미국의 한인 사회는 가족을 중히 여깁니다.  이번 갈라 모금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족 관을 이세와 미국사회에 알리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하는 

특별광고란을 갈라 북에 만들었습니다. 비용도 다른 광고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비록 

작은 광고지만 우리의 회관 건립에 큰 보탬이 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KCCP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도 심어주리라 믿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전체 

가족 사진 혹 예쁜 손자 손녀 사진 등 가족과 관계된 사진을 이 메일로 혹은 메일로 다음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가격은 Quarter Page 한 광고에  $250 입니다.  (한 가족이 4 개 

의 광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는 반송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사진과 가족 사항과 

메세지는 15- 20 (한글), 30-40 (영어) 자 이내로 적으셔서 이 메일 혹은 반송 봉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큰 경우는 일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here will be a special advertisement section for families in KCCP gala book this year. We 

would like to invite our members to share photos of your whole family, sons, daughters, or 

grandchildren with a message (30-40 characters) at a special discounted rate.  Please 

provide your family name and the message for the advertisement along with your picture 

and check. Thank you. 

 Quarter Page (4.25 x 5.5 inches)  $250 per advertisement 

 Each family can buy a maximum of 4 advertisements 

 

 사진, 메시지 와 체크 보내실 곳 Send your picture and check to:  

 kihooncha@gmail.com (email) 

 KCCP,  P.O. Box 1128, Princeton, NJ 08542 (mail)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call 215 635 2668 or kihooncha@gmail.com 

 Ki Hoon Cha , Gal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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