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 가입 신청서
Korean American Restaurant Association, Southeast USA

식당 정보

식당이름 (DBA) 한글: 영어:

회사 이름 (LLC/Corporation) 

식당주소 대표 전화 #

웹사이트 주소

손님                       
예약받습니까?  _______ 예            _______ 아니오

인스타그램

트위터

주 차림표 (메뉴)

취급주류 맥주 & 와인:                                              한국술:                                                        하드리쿼:          

 _____ 예       _____ 아니오                     _____ 예       _____ 아니오                     _____ 예       _____ 아니오 

식당 영업 시간 월 - 목: 금 - 토:

일:

주소 (Mailing 주소와  틀릴 경우): 

대표자  연락처  정보

성명 직함

주소 식당 전화 #

Cell Phone #                    

E-mail 주소
희망 연락 매체

전화

전화 받기 편한 
시간

Cell                     식당

Text

E-mail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당 정보

직원수 명 식당 가격대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

연회장      _______ 예         _______ 아니오 ($) $1 - $14                     ($$$) $30 - $50

식당면허종류 ($$) $15 - $29                     ($$$$) $50+

식당총면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 sq.ft.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식당종류 중식 _____    한식 _____  일식 _____  양식 _____  캐더링 _____  뷔페 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

회원 가입 이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 들었습니까? 회원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이벤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송매체 (TV / 라디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개 - 소개자 이름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bsite, E-mail, Social Medi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회비  

$100 연회비 (본점) + $50 연회비 (추가지점당) =                                        1. $

KARA 장학금  기부

      $25            $50              $75              $100             Other $_____________  2. $

수표 수취인: KARA SE USA (1 + 2 )  총 액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표 보내실 주소: 4281 Steve Reynolds Blvd, Suite C, Norcross, GA 30093 

회원 계약

본인은 미동남부 외식업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합니다.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

미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 (Korean American Restaurant Association, Southeast USA)

회장 이근수 귀하

* 구비 서류: 연회원 가입비 $100.00 (수표)
차림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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