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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차 국제대회 

2019년 7월 5일 – 7월 9일 • 이탈리아 밀라노  

대회 등록 및 호텔 예약 규정 
 
대회등록 
1. 등록비는 국제대회 입장료입니다.  밀라노에 도착하면, 등록자는 공식 명찰을 받습니다. 명찰은 국제대회 전시홀, 공식 
행사에 입장할 때와 셔틀버스 이용 시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명찰 수령 장소는 2019년 5월 이전에 공지됩니다. 

2. 공식 등록 확인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등록 시 생성된 등록 계정을 통해 언제든지 국제협회 공식 등록 
확인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찰을 수령해야 하므로 밀라노에 올 때 등록 확인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협회는 사전에 명찰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등록자는 밀라노 현지에서 명찰을 수령합니다.  명찰 수령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9년 5월 LCICON webs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대회등록, 행사 티켓 취소 마감일.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취소 요청은 반드시 이메일 registration@lionsclubs.org 또는 팩스(630.571.1689) 등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취소 요청 시 희망하는 환불 방법 (예: 클럽으로 입금 처리, 수표 등)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환불 방법을 

기재하지 않으면 클럽 계정으로 입금 처리되어 향후 회비로 차감됩니다. 환불은 국제대회 종료 후에 

처리됩니다.  환불 요청은 당 해 국제대회에 한정됩니다. 

• 대회 등록은 타 라이온, 레오, 게스트, 아동에게 양도하거나 향후의 대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     국제대회 등록 환불 건 당, 처리 수수료 US$10를 공제합니다. 

호텔 예약 

 호텔 예약은 확인서에 기재된 호텔에만 유효합니다. 확인서는 숙박료를 정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자는 
호텔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호텔 객실을 예약하려면 대회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협회를 통한 호텔 예약의 경우 최소 2박을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객실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호텔 객실은 최대 2명까지 숙박 가능합니다.  
 침대 종류와 특별 요청사항은 체크인 시 호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CICON 웹사이트에서 국제협회 호텔 객실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자는 예치금을 공제하고 호텔에 숙박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요금은 현지 통화(EURO)로 지불해야 하며, 현지 

세금 및/또는 봉사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예치금:  스탠다드 룸 예약 시 예치금은 US$200입니다.  스위트 룸 예약 시 예치금은 US$350입니다.   

o 전신환으로 예치금 납부 시 US$2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o 신용카드로 예치금 납부 시 8%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국제협회 공식 숙박 업체인 

Connections Housing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귀하의 청구서에 표시됩니다.   
o 호텔 예치금 납부를 위해 제공된 신용카드가 청구되지 않을 경우, 호텔 예약은 취소되며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받게 됩니다. 

o 호텔 예치금은 귀하를 대신하여 통용되는 환율의 유로(EURO)로 호텔에 보내드립니다.  

o 호텔 예치금은 다른 호텔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에 명시된 도착일에 체크인하지 않을 경우 호텔 예치금을 상실하고 객실 예약이 취소됩니다.     
• 확인서에 명시된 출발일 이전에 퇴실하는 경우 호텔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 예약 마감일 

o 호텔 예약/변경 (호텔 사정에 따름) 마감일  

o 호텔 예약 취소 마감일.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o 호텔 예약 취소 요청은 Connections Housing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lci@connectionshousing.com을 통해 서면으로 호텔 예약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호텔 예약 환불 건 당, 처리 수수료 US$15를 공제합니다. 

o 호텔 예치금 환불은 승인 후 3-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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