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ino Night 2022 Packet  

Included in your packet:  
❖ Ad letter  
❖ Donation letter  
❖ Ticket Sales  

Invite your friends and family for an exciting night of casino gaming and dining.  

This is how you can help:  

● Baskets Needed (recycle your old baskets, donate a new one, send 
one filled with prizes)  

● Donation welcomed: must be new items and can be brought  
directly to the school.  

 All items donated with a worth of $25-$50….  
Receive $1,000 (max) play money on Casino Night  
 All items donated with a worth of $51+….  

Receive $2,000 (max) play money on Casino Night  

● Do you have a favorite local business that you frequent? Ask 
them to donate a product, gift certificate or submit an ad.  

        ● Shop our wish list on AMAZON... https://a.co/6PyP7np  

We are kindly asking if each family can purchase at least one (1) - $75 Ad. 
which may include a dedication to your child(ren), where you go for 
professional services or a family or friends’ business.   This is great exposure 
for local businesses and can possibly amount to $15,000 in donations to reach 
our fundraising goal.  

Thank you in advance for all your generosity and support!  
Notre Dame Home School Association 

https://a.co/6PyP7np


  2022카지노 나잇 패키지  
  

카지노 나잇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을 참고 하세요: 

 광고 안내 편지 

 후원금 안내 편지 

 티켓 판매 안내 편지 

 
저녁 만찬과 카지노 게임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카지노 나잇에 학부형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 친구분들을 초대합니다. 
 
학부형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바스켓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바스켓, 바스켓 

도네이션, 혹은 경품에 쓰일 상품이 담긴 바스켓)  

 

• 경품을 위한 후원 상품 도네이션 받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상품이어야 되며 학교로 직접 전달 해 주십시오.  

 $25-$50 상당의 후원 물품 기증을 해주시면            

카지노 나잇 당일 $1,000 상당의 프레이 머니를 받으십니다.   

 $51 이상 상당의 후원 물품 기증을 해주시면           

카지노 나잇 당일 최고 $2,000 상당의 프레이 머니를 

받으십니다.   

 

• 자주 방문하시는 사업장이 있으십니까?   

상품 후원,상품권 기증 혹은 광고 후원에 대해 문의해 주십시오.  

 

• 경품 후원 상품을 아마존 Wish List에서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Shop our wish list on AMAZON... https://a.co/6PyP7np  

카지노 나잇 위원회에서는  노틀담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께 한 가정당 

적어도 하나의 광고 후원금 ($75 이상)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한 광고이어도 되며  자주 방문하시는 가까운 사업장 혹은 근무하시는 

직장, 일반 사업체 혹은 학원 등의 광고가 가능합니다.  학교를 위한 광고 

후원으로 사업체의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며 올해 $15,000의 

후원금 목표 달성을 위해 학부형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틀담 아카데미의 후원 행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틀담 아카데미 학부모 위원회  

https://a.co/6PyP7np


 

Notre Dame Home School Association has created a wish list 
on Amazon.com to make donating to our Casino Night easier 
and less work for you!  Pick an item or two, click to purchase 
and you have helped to support our biggest fundraiser and 
you didn’t have to leave your house! 
 
 
                *Purchase an item worth $25 - $50 and  
                                             receive $1,000 Play Money at Casino Night 
 
                **Purchase an item over $50 and  
                                             receive $2,000 Play Money at Casino Night 
 
 

 

Visit the link to our wish list: 

              https://a.co/6PyP7np 
 
 
Another bonus...all items ship directly to Notre Dame so no need to 
worry about transporting donations. 

https://a.co/6PyP7np


노틀담 아카데미 학부모 위원회에서 보다 싶고 편리한 경품 

상품 후원을 위해 Amazon.com에 Wish List 를 만들었습니다.  

한개 혹은 두개 이상의 상품을 고르신후 결제하시면 상품이 

학교로 자동 배달됩니다.

     *$25-$50 상당의 후원 물품 기증을 해주시면

카지노 나잇 당일 $1,000 상당의 

프레이 머니를 받으십니다. 

    **$51 이상 상당의 후원 물품 기증을 해주시면

카지노 나잇 당일 최고 $2,000 상당의 

프레이 머니를 받으십니다. 

지금 아래의 링크로 방문해 주세요.

 https://a.co/6PyP7np

아마존 Wish list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학교로 자동 배달되며 

Casino Night행사 당일 경품 상품으로 진열됩니다. 

https://a.co/6PyP7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