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본부 사용란 - TRAVELER TYPE: DGE - ACCOUNT CODE: 3502-5220 
작성한 양식을 2018년 10월 22일(월)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우편: Lions Clubs International Attn: Convention Division -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  팩스: +1 630.571.1689  •  이메일: dgeseminar@lionsclubs.org

제공된 정보는 국제협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국제협회
당선총재 세미나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

등록 및 여행 양식 • 2019년 2월 11일-15일

2019 FVDG/DGE Reg & Tvl Form.Q Center.  KO 8/18

호텔 예약:
협회는 승인된 날짜에 한 해 Q 센터 호텔(세미나 장소)에 1인용 객실(트윈침대 1개) 1개의 숙박료를 지불합니다.  

도착: 2월 11일(월)   출발: 2월 15일(금)

특별 요청사항: 휠체어 사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객실 내 특별 요청사항: 

(특별 요청사항은 호텔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특별 요청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dgeseminar@lionsclubs.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단 요청: 제한 없음         인도 채식         채식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오직 당선총재만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 동반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당선총재   지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성  명찰/호칭

주소 

시  도  우편번호  국가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클럽 # 클럽명 회원번호# 

당선총재

여권명    여권번호 여권발급 국가             여권 만료일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출발일*  선호하는 출발 시간 오전  오후  저녁 선호하는 노선
*국제협회에서 승인한 도착일은 2019년 2월 11일(월)입니다.

귀국일*  선호하는 귀국 시간 오전  오후   저녁 선호하는 노선
*국제협회에서 승인한 출발일은 2019년 2월 15일(금)입니다. 

선호하는 공항   선호하는 좌석 통로측  중앙  창측

특별식 요청 (해당 시)   마일리지 서비스 프로그램     성명  번호 

       휠체어 또는 공항 지원요청**   기내 산소탱크 요청**  안내견 동반**
**추가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여행 정보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시는 교통편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동차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 정보:
비상 연락 수신자 이름:     비상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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