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SoriN Corp’s 1st Annual Korean Culture Show
'SoriN Corp’ 소리인 한국문화 재단은 2007년 시작한 소리청 엔터프라이즈 문화단체의 산하 재단이며, 2018년 6월 미연
방 정부에 비영리 단체 501(c)(3)로 정식 등록 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리인 문화재단의 창립행사 및 주미대한 제국 공
사관 개관 축하공연 으로 준비되였으며, 10월 30일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창립 행사에는 판소
리.남도민요.한국무용.가야금.거문고 .타악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국악계
의 아이돌, 젊은 소리꾼 남상일군의 유쾌한 입담과 소리공연, 미국 내외에서 열심히 활동중인신 국악계 선후배님들이 뉴
욕, 엘에이, 시카고 등지에서 모여 함께 공연 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특별 출현으로써 미국내에서 열리는 미주 국악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대상 수상 3개분야의 학생들을 무대에 올립니다.이곳에서 국악을 배우는 1.5세와 2세들에게 공연을 통
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또한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PLACE:
Terrace Theater at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2700 F St NW, Washington, DC 20566
DATE: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7:30 PM — 09:00 PM
TICKET: $40, $60, $100
*티켓 판매 금액은 100% SoriN Corp의 비영리 문화
재단에 기부되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PONSORED BY

- Sorichung Enterprise LLC*
- SoriN Corp (소리인 비영리 한국문화재단)
- Washington Sorichu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itute
(워싱턴 소리청 한국음악 연구소)

Sorichung Enterprise LLC
소리청 엔터프라이즈는,
2007년 설립된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국전통 문화 단체 입니다. 한국 문화를 교육 공연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워크
샾을 통해 한국문화 및 국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로는 2016년 설립된 소리차 전통 문화 공간을 통해- 미국내
에서의 문화교류를 위한 작은 음악회*소극장공연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소리인 비영리 한국문화재단
을 설립하여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미 주류사회에 한국인과 미국인을 연결하는 문화 사절단의 모습을 , 더 나아가 한국
과 미국을 연결하여 문화장벽을 극복하는 이벤트를 매년 열어 다민족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oriN Corp.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Korean Cultur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 WASHINGTONSORICHUNG.ORG * washingtonsorichung@gmail.com / sorincorpus@gmail.com * 703.642.0026
SoriN © 2018 Sorichung Enterprise LLC. All Rights Reserved. Virginia

SoriN Corp 1st Annual Korean Culture Show

Performance Sponsorship Notice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청 문화단체가 ‘SoriN Corp’ 소리인 비영리 한국 문화재단을 2018년 설립하게 되여, 그
창립행사를 준비하게되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2일 주미 대한 제국 공사관 개관 축하공연도
같이 준비하게 되여 한국에서 젊은 소리꾼 남상일씨를 초청하여 ‘워싱턴 국악 한마당’ 공연을 10
월 30일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센터의 테라스 극장에서 열게 되였습니다.
'SoriN Corp’ 소리인 한국문화 재단은 2007년 시작한 소리청 엔터프라이즈 문화단체의 자사이며,
2018년 6월 미연방 정부에 비영리 단체 501(c)(3)로 정식 등록 되였습니다.
워싱턴 D.C의 소리인 재단이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된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살리
고자,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미 주류사회에 활동해 오며 문화로 한국인과 미국인을 연결하는 문화
사절단의 모습을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며 문화장벽을 극복하며 매년 이벤트를 열어 다
민족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의 재개관식 축하공연
을 시작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KENNEDY CENTER 에서 소리인 재단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공연을 매년 이곳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연을 이어 갈것을 약속드립니다.
SoriN Corp 은 이러한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해줄 후원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티켓
구매 및 비지니스 스폰서북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스폰서십 은 Gold,
Silver, Bronze으로 나뉘며 각각 $1000, $500, $300입니다. 모든 금액의 개인 기부도 환영하며 이름
은 스폰서 책에 포함되거나 익명으로 처리 될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
니다.
(*케네디 센터의 규정으로 인해 케네디 센커의 연표에서 스폰서 이름과 로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린 기업의 스폰서북을 따로 제작합니다.)

SoriN Corp, Korean Cultural Arts Foundation
WASHINGTONSORICHUNG.ORG

SoriN Corp. Korean Cultural Arts Foundation
7112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703.642.0026
sorincorp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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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ONSOR DONATION FORM
비지니스 광고 스폰서
A) Gold / $1000
B) Silver / $500
C) Bronze / $300
기업은 이메일에 광고 및 로고 첨부 꼭 부탁합니다 — 이미지는 고화질 PDF / JPEF 파일으
로 제출해야합니다( Gold 사이즈 8”x5.5”, Silver 사이즈 4”x5.5”, Bronze 사이즈 4”x2.5”)
*제출 마감일: OCT, 22. 2018 (스폰서북 광고주분들은 10월 22일까지 내용을 첨부해 주십시요.)
-------------------------------------------------------------------

개인 스폰서
$______________._________

( 개인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스폰서 책에 후원자로
기록 될것입니다. 익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 자료 보내시는 법 —
#이메일로: 스캔후 sorincorpus@gmail.com으로 보내기
#우편으로: < SoriN Corp >
7112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 보내시는 체크의 받는이는 <SoriN Corp > 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티켓구매와 비지니스 광
고 스폰서 기부금은 연말 세금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체 및 회사 이름 (기증자와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자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기부자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
자새한 내용은: http://www.kennedy-center.org/calendar/event/RTXAE or
https://www.washingtonsorichung.org
Contact US: (E) sorincorpus@gmail.com (T) 703.642.0026 (C)703.901.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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