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일: 2018년 5월 1일
• 사전등록 및 호텔 예약 마감일. • 등록, 숙박, 유료행사 취소 환불 요청 마감일  

대회 등록자 정보: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기입하십시오.

이름/성  명찰/호칭

주소 

시 도 우편번호 국가

전화 이메일  

 라이온       라이오네스         알파 레오       오메가 레오         성인 게스트                 클럽번호  회원번호  지구  직책  

동반자: 이름/성  명찰/호칭

 라이온       라이오네스         알파 레오       오메가 레오         성인 게스트                 클럽번호  회원번호  지구  직책  

아동: 이름/성 연령  알파  레오

패키지 A: 

대회 등록 및 호텔 예약.  위에 기재된 각 참가자의 대회등록 + 대회

기간 중 셔틀 버스가  운행되는 호텔 예약(객실 1실) 포함. 
 2018년 1월 12일 이전 대표단 지정호텔 예약 
 2018년 1월 12일 이후 대표단 지정호텔 희망 다른 호텔 희망

호텔명   

도착 요일/날짜 출발 요일/날짜 

객실 투숙 인원_________필요한 침대 수         1       2

  (침대종류를 확보하려면 추가요금 징수)

특별 요청 사항: 휠체어 사용가능 기타 

호텔 예치금은 객실 당 US$200.  예치금은 체크 아웃 시 호텔 숙박
료 총액에서 차감됨.  모든 객실은 비흡연실.

패키지 B: 
 객실 예약 제외  (위에 기재한 인원의 대회 등록만 요청.)

 

국제대회 유료 행사 선택  
아래의 행사에 참석:  (반드시 대회에 등록해야 참석 가능)
 

행사: MJF 오찬 

날짜/시간  금액  수량  합계

7월 2일/ 13:00-14:30 US $75 ________ $________

행사: 지구총재/전총재 만찬 

날짜/시간  금액  수량  합계

7월 2일/ 20:00-22:00 US $135 ________ $________

결제:  신청서와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함.  미화로만 지불.  전신환과 수표는 미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비자, 마스터, 디스커버 카드 사용 가능.

등록비: 성인 아동 (17세 이하)/알파 레오 오메가 레오 패키지 A:  패키지 B:  

조기  (2018년 1월 12일까지) US$150 US$20 US$100  등록:  US$_________ 등록:  US$_________

정기  (2018년 1월 13일 - 3월 31일) US$200 US$20  US$100  유료행사:  US$_________ 유료행사:  US$_________

후기  (2018년 4월 1일 – 현장등록) US$225 US$20 US$100  호텔 예치금:  US$_________  

     합계:      US$_________ 합계:  US$_________

 수표 #_________     송금 (송금명세서를 반드시 첨부)        비자       마스터         디스커버 

카드 소유자 성명  반드시 대회 등록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

카드번호   유효기간(월/년)  CVC번호 (뒷면 3자리 숫자)

카드 소유자 서명

국제라이온스협회 제101차 국제대회
국제대회 등록 및 호텔예약 신청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 2018년 6월 29일 - 7월 3일

X

주:  국제협회는 국제대회 문서를 홍보 목적으로만 기록/보관합니다. 참가자의 모습이 국제대회 행사에서 포착되거나 촬영될 수 있습니다. 대회 등록은 참가자들이 해당 촬영
자료를 협회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봉사 프로젝트
  제101차 라스베가스 국제대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직접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봉사 프로젝트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달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식 및 지불정보 제출처: Lions Clubs International Attn: Convention Division •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 처리에 4주가 소요됩니다. 
• 카드 및 송금 정보 제공 팩스번호: (1-630) 571-1689 • LCI는 공식 등록 확인서를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등록확인서를 인쇄하여 라스베가스에 지참하십시오.  
• 새로운 절차! 모든 등록자들은 대회명찰을 라스베가스에서 인수합니다. 모든 협회 공식 호텔에 명찰 인쇄소가 마련됩니다. 협회는 대회명찰을 미리 발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이 있으면 registration@lionsclubs.org로 연락 주십시오.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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