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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문서번호 : 2015-1026-01                                                       2015년 10월 26일 

발       신: KOCHAM사무국 

수       신: 회원사 대표님 

참       조: KOCHAM 연락 담당 

제       목: 「2015 KOCHAM 연례만찬」행사 공지 및 참석 요청 
 

1. 평소  귀사의 지속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5년도 연례만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o 일 시: 2015년 12월8일(화) 6:00pm ~ 10:00pm 

    -  6:00pm ~   6:50pm      칵테일 리셉션  

-  6:50pm ~   7:15pm      회장 인사 및 건배 제의 

-  7:15pm ~   8:20pm      만찬  

-  8:20pm ~   9:40pm      축하 공연 

-  9:40pm ~  10:00pm     폐회사 
 

    o 장 소: 뉴저지 티넥 메리옷 호텔(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1층 Grand Ballroom 
 

2. 참석 대상: 회원사 임직원(비회원사 참가 희망자는 KOCHAM 회원사 초청을 통해서만 참가신청 가능)   
 

3. 참가비: $140/싱글, $240/부부 
 

4. 복  장: Business Attire 
 

5.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OCHAM 홈페이지(www.kocham.org) 참조 

      -  이메일 접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membership@kocham.org)로 신청 

      -  팩  스  신청: 참가신청서 작성후 KOCHAM 팩스번호 212-644-9106로 신청 
 

4. 신청 마감: 2015년 11월 20일 (금) 
 

5. 문의 사항: KOCHAM 사무국 (212-644-0140 Ext.502/505, membership@kocham.org  

 

붙임: 참가신청서 1부.끝. 
  

    

미 한 국 상 공 회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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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KOCHAM 사무국  

팩    스: 212-644-9106 

이메일: membership@kocham.org 
 

 

2015년 KOCHAM 연례만찬 참가 신청서 

 
  

회사 명 : 
 

참석자명 부부/SINGLE 직책 전화번호 Email 주소 

 

 

    

 

 

    

 

 

    

 

 

    

 

 

    

     

* 부부동반 일 경우 (부부),  SINGLE 일 경우 (S)로 표시 요합니다. 

 

* 다양한 Program으로 진행 할 예정이오니 시작시간 오후 6시까지 도착하여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특별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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