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Party Planner Services Proposal (Korean)
Scroll down to read the first part of this sample. When purchased, the complete sample is
9 pages long and is written using these Proposal Pack chapters:

Cover Letter, Title Page, Table of Contents, Samples, Company History, Services
Provided, References, Policies, Back Page

This sample was created using Proposal Pack Bubbles #3. In the retail Proposal Pack
you get the entire collection of samples (including this one) plus thousands of editable
templates for creating an unlimited variety of custom proposals and other business
documents.

Click here to purchase Proposal Pack Bubbles #3

The sample below does not include all of the sample’s content. The complete version is
included in every retail Proposal Pack product and must be purchased to see the rest of
the content and to get the editable Word format version.

Read this article for more help - How to Write Your Proposal in a Foreign Language

로리 파슨스
중역 서비스 관리자
세인트 에이드리언 병원
566 앨버타 스트리트
보이시, 아이다호 135-000

친애하는 파슨스 씨,
귀 병원의 자선 경매행사 파티 주최를 위해 더 파티 피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병원의 중요한
행사에서 참석자분들께 고상하면서도 즐거운 밤을 선사해 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시간은 주말 포함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까지입니다. 빈틈없는 계획으로 완벽한 행사를
약속드립니다. 행사 전반은 제가 총괄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3 명의 보조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또한,
충분히 훈련받은 전문 서빙 요원과 훌륭한 출장 음식 서비스, 당사 자체의 설치 및 해체 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연주자의 예약도 담당하며 행사의 타이밍을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기부 유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행사 전에 모든 기부품을 수거해 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기부자 유치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남은 사항은 최종 파티 패키지안에 관해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나머지 사항은 당사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저희는 세인트 에이드리언 병원과 함께 일할 수 있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귀 행사에 적합할 만한
당사의 서비스 목록과 여러 샘플 테마/패키지를 포함합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귀 병원의 자선 행사를 멋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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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더블유더블유더블유.더보이시파티피플.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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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더 파티 피플은 세인트 에이드리언 병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격은 초기 면담을 토대로
하지만 최종 패키지와 선택 옵션, 손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컨설팅 및 플랜
켈리 풀러가 담당 컨설턴트로서 파티 플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담당자의 업무 시간은
주말 포함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까지입니다. 파티 보증금을 예치하시면 컨설팅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데코레이션 및 설치
켈리가 파티의 디자인, 데코레이션, 설치를 총괄하며, 설치 직원을 편성하여 파티 전과 파티 당일에 세심한
부분까지 만전을 기합니다. ₩870,000 아래 3 개의 샘플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출장 음식 서비스
파티에 필요한 출장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귀 병원이 희망하시는 조건을 당사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타사 외주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최대 25 명까지 뷔페의 가격은₩435,000 니다.

오픈 바
파티를 위해 4 시간 오픈 바를 운영합니다. 귀 병원이 희망하시는 조건을 당사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타사
외주를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갖춘 오픈 바의 가격은 최대 25 명까지₩680,000 니다.

음악 및 오락
당사는 최고의 연주자, 밴드, 디제이로 구성된 폭넓은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악 및 오락을 위해 필요한
인원의 계약을 체결해 드립니다. 디제이 패키지의 가격은₩760,000 니다.

파티 운영
켈리가 3 명의 보조와 함께 파티에 참석해 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파티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오락, 음악, 경매 일정을 조율합니다. 비용은 위의 데코레이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해체 및 마무리 정리
더 파티 피플은 본 서비스를 위해 자사 직원을 고용합니다. 파티 종료 후 필요한 임대 시설 정리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에서 모든 뒷정리를 합니다. 비용은 위의 데코레이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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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프로젝트의 성격 및 1 월 말에서 2 월 초라는 대략적인 행사 시기를 토대로 몇 가지 파티 테마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테마안은 설명을 돕기 위한 목적일 뿐 최종안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테마는 참석하신
손님들의 관대함을 이끌어내어 경매 항목의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티켓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행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행사 전에 귀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종 방안을 준비해 드립니다.

구상 #1: 파리지앵
첫 번째 구상은 손님들을 편안한 파리의 밤으로 안내합니다. 전선으로 연결된 수백 개의 흰색
조명과 테이블 촛불로 어두운 방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데코레이션으로는 사실적인 예술 작품과
연철 장식, 하얀 덮개를 씌운 둥근 테이블, 고상한 중앙 장식이 포함됩니다. 경매장 테이블에는
높이 올린 서빙 접시가 설치되어 치즈, 와인, 구운 빵, 패스트리와 딸기가 제공되며, 다섯 코스
요리에는 카나페, 양파 수프, 필레 미뇽, 크렘 캐러멜 등 전통 프랑스 요리가 포함됩니다. 파티 내내
현악 4 중주단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이 파티 테마의 핵심은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느껴지는 로맨스와 고풍스러운 이상향에 있습니다.

구상 #2: 모로코풍
두 번째 구상은 손님들을 화려하고 우아한 모로코로 안내합니다. 다양한 무늬의 호화로운 패브릭
패널이 대나무 스크린에 펼쳐져 있고 다채로운 색상의 종이 조명이 방안을 채웁니다. 손님들은
일반 좌석이나 모로코풍의 양탄자와 쿠션이 있는 바닥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
테이블은 모형 캐노피 텐트와 아름다운 벽걸이 융단의 모로코 상점가 스타일로 설치됩니다.
손님들은 해산물, 커리, 샤프론 음식 등 전통 모로코 요리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며 음식은
형형색색의 접시에 차려집니다. 전통 모로코풍 음악을 연주해 고급스러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구상 #3: 마르디 그라
세 번째 구상은 손님들을 마르디 그라 대축제의 가면무도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보라색, 녹색,
금색 천으로 장식된 웅장한 아치형 입구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테이블도 같은 색상으로
현란하게 장식되고 모조 금화가 테이블보에 흩뿌려져 있으며, 수백 개의 보라색, 녹색, 금색 풍선이
천장을 덮고 있습니다. 조명은 색깔 있는 조명, 전선으로 연결되어있는 조명, 종이 조명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손님들은 가면을 쓰고 라이브 재즈 밴드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춥니다. 경매장 테이블은
전반적으로 황금색으로 강조한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미고, 배경에는 리본 장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점보 새우, 검보 등 케이준 요리를 포함한 뷔페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이 파티는
외설적이지 않은 흥분과 활력,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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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of this sample is included in the retail Proposal Packs and Proposal Kit
Professional bundle. Purchase any Proposal Pack in the design theme of your
choice and you will have everything you need.

How do I customize or create my own version of this sample?
Using the included Proposal Pack Wizard is the best way to make customized
versions of the samples. Using the Wizard and any Proposal Pack you can
recreate any of the samples in the visual design theme you purchased as well as
branding it with your own logo and design.

1) After purchasing, downloading, and installing your Proposal Pack and
Wizard software add a new project in the Wizard.
2) Click the Pick Documents button then click the View Samples tab.
3) Select the title of this (or any other) sample and click the Import Content
from Selected Sample button.
4) Customize the chapter list as needed to suit your situation. You can add
additional chapters from the library of 2000+ topics, reorder chapters,
remove chapters.
5) When you save your project, the Wizard will build you a custom version of
this sample in the visual design theme Proposal Pack you purchased
applying all your customizations (logos, font types, color schemes, contact
information, etc.).
6) Open and edit the Word document to complete your work.

Copyright © Proposal Kit,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sample is included in the Proposal Kit Professional and Proposal Pack
products.

This sample has been truncated to only show the first few pages. The complete
version of this sample including an editable Word version is included with all
Proposal Kit Professional and Proposal Pack products found at:

ProposalKit.com/htm/proposal-software-produc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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