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름 졸업년도

email주소

장소

호텔  방 rate 159.00$                   

hotel reservation link

예약전화번호

$200/ member 200.00$                           

Free

Free

Free

Free

$

Golf $150/ person $

March 30 (Thurs), 2023 $150/ person $

Friendly Hills C.C Free -$                                 

아침식사 동창회제공 무료

March 31 (Fri),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April 01 (Sat),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April 02 (Sun),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점심식사 동창회제공 무료

March 31 (Fri),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April 01 (Sat),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April 02 (Sun),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3월 31일 Banquet $130/person
Entrée Braised Beef Short Ribs 참가자 인원수 명

Salmon 참가자 인원수 명

채식 메뉴 참가자 인원수 명

4월 01일 Reception 동창회제공 무료

April 01(Sat), 2023 참가자 인원수 명

참가자 인원수 명

참가자 인원수 명

4월 01일 Grand Banquet $170/person
April 01(Sat), 2022 Entrée Beef and Shrimp combination 참가자 인원수 명

채식 메뉴 참가자 인원수 명

$

The 38th Annual Medical Convention
Registration form

Sheraton Cerritos Hotel 12725 Center Court Dr. Cerritos, CA 90703

Book your group rate for SNUCMAA of NA: link sent by email

 Phone (562) 403-2003, email to sarah.cane@sheratoncerritos.com

Registraion

Fee

회원

회원의 배우자

Member in training

본교와 본원 임원

Outside invited spaakers

참가 회원

본교와 본원 임원

Convention Donation

참가 회원 배우자

Breakfast(7:30 am - 8:30 am)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Lunch(12:00 noon - 1:00 pm)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자 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저녁식사:  저녁메뉴 선택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저녁연회(6:30 pm시작)

Grand Total

All checks Payable to SNUCMAA

Address send to : Unit 810 5501 Merchants View SQ. Haymarket, VA 20169

SNUCMAA office information : (516) 365-5500,  snucmaa@yahoo.com

March 31(Fri), 2023

저녁연회 이전 Reception(5:15pm시작)

참가 회원

본교와 본원 임원

참가 회원 배우자

저녁연회(7:00 pm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