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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29, 2013 

존경하는                             Founding Member 님께 ,  

바쁜 일정 중에도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KCCP)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Korean Community Center of Greater Princeton, 

KCCP)는 지난 2007년에 건립, 미국 동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풀뿌리 운동으로 우리 

자력으로 지역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커뮤니티를 위해 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 해 추석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을 

축하하면서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에 필요한 기금 모금 행사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 7회 추석맞이 기금모금 행사는 오는 9월 21일 (토요일) 뉴져지 로렌스빌에 

위치한 Rider University에서 다시 개최합니다. 올해는 특히KCCP 부지 에 건축될 

Community Center 기초 공사를 위한 토목 설계공사 신청과 건축 설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Building the Future” 라는 특별 주제에 맞춰, 한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 취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비록 아직도 한인 사회가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는 12만 불을 모금 액 목표로 이번 갈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액이지만 정성껏 기부해주시는 풀뿌리 회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eynote Speaker로는 KCC을 설립하시고 현 회장이신 마계은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 회장님은 현재 저희 KCCP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국 주류사회 의 일원으로 국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난 13년 봉사를 통해서 얻은 산지식을 소개, 앞으로의 KCCP 

활동을 위해 비젼과 방향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부디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계속 더욱 크게 성장할 프린스턴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를 원하시거나  경영하시는 사업체 광고를 통해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서류들을 동봉합니다.  정성 어린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여름철 건강 주의 하시고 행사 때 뵙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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