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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호스트 행사 및 관광 등록 양식
2016로타리 국제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6년 5월 28일~6월 1일
모든 기격은 미화로 표시되었으며,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와 관광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www.riconvention2016.org를 참조하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호스트 조직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스트 행사: 2016hocevent@riconvention2016.org / 팩스 +82 2 732 2016
• 관광: globaltour@riconvention2016.org / fax +82 2 313 3727
이메일로 추가 정보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

해당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는 필수 항목). 정자로 기입하시고 영문으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대문자로 적어 주십시오.
이름*

성*

클럽명*

지구*

로타리 ID 번호

도시*

군/도*

우편번호*

자택 전화번호* (국가 및 지역번호 포함)

팩스 (국가 및 지역번호 포함)

이메일* (이 주소로 호스트 행사/ 관광 예매 확인 서신이 전달됩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국가*

선호하시는 언어 (하나만 선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스웨덴어  중국어 (만다린)  기타 (구체적으로)
특별 요청 사항:  휠체어

□ 기타 (구체적으로)

음식 주의 사항  채식  붉은 고기 없는 식단  돼지 고기 없는 식단  갑각류와 조개류 없는 식단
 해산물 없는 식단  기타 (구체적으로)
긴급 연락 정보:
이름

전화번호 (국기 및 지역번호 포함)

호텔 정보 (알고 있는 경우):
호텔명

도시

결제 정보
개인 수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비자    마스터카드

카드 소유주 성명 (카드에 명시된 대로)*

카드 소유주 서명*

카드 번호*

만기일*

보안 코드 (3 - 4 자릿수)*

본인은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서울대회 호스트 조직위원회가 호스트 행사 티켓 구매 대금을 본인의 신용카드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정자로 기입)*

서명*

날짜 (일/월/연도)*

코드

출발/도착
장소와 시간

관광 코스

날짜

온라인 예매 가격
(US$/ 1인당, 5월
6일까지)

오프라인 가격
(US$/1인당)

티켓 수효

반나절 일정
국제대회 기간 중 반나절 일정도 가능합니다.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1

2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115

USD 12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45

USD 5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110

USD 115

USD 40

USD 45

아쿠아 플라넷 (수족관) - 라 페스타 (쇼핑가) & 롯데 도착: 킨텍스 18:00 / 명동 지하철
 5월 31일 화요일
역 19:00
백화점. 소요시간: 5 시간

USD 70

USD 75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50

USD 55

고양 시에 소재한 중남미 문화원과 한국 공자학원, 도착: 킨텍스 18:00 / 명동 지하철
 5월 31일 화요일
역 19:00
행주산성을 돌아보는 코스. 소요시간: 5시간

USD 50

USD 55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75

USD 8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USD 125

USD 130

USD 50

USD 55

궁중 요리 실습 및 시식

출발: 킨텍스 13:00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포함. 소요시간: 3시간 반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6:30

세계문화 유산 왕궁 투어

출발: 킨텍스 13:00

경복궁(화-덕수궁)과 창덕궁(월-종묘), 청와대 접견실(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7:00
월요일에는 청와대 앞 투어). 소요시간: 4 시간
산사체험

3

재래시장 투어
4

출발: 킨텍스 13:00

길상사 방문, 삼청각에서의 차 시음회, 청계천 따라 걷기,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8:00
인사동 탐방 등으로 꾸며져 있다. 사찰식 저녁 식사 포함.
소요시간: 5 시간
출발: 킨텍스 13:0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원당시장에서 조선시대 왕릉인 서오릉까지의 코스. 김치 도착: 킨텍스 18:00 / 명동 지하철
 5월 31일 화요일
역 19:00
담그기 포함. 소요시간: 5 시간
 6월 1일 수요일

수족관 & 쇼핑
5

출발: 킨텍스 13:0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6월 1일 수요일

한류 투어
6

고양 시청 투어
7

출발: 킨텍스 13:00

신촌의 홍대 및 이대앞, 청계천, 남산 N 타워에 이르는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9:00
코스. 소요시간: 5시간
출발: 킨텍스 13:00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6월 1일 수요일

난타 공연
8

강남 패션 거리 투어
9

출발: 킨텍스 15:00

청담동, 압구정동, 가로수길 등 최고급 부티그가 모여있는 도착: 명동 지하철 역 21:00
패션 중심지를 투어하고, 한강 유람선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일 최대인원: 100명, 소요시간: 6시간
서울 야간 투어

10

출발: 킨텍스 15:00

명동 쇼핑가를 돌아보고 난타공연을 관람하는 코스. 비빔밥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9:30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소요시간: 4시간 반

출발: 킨텍스 16:00

24시간 오픈하는 동대문 의류 상가를 돌아보고, 동대문 도착: 명동 지하철 역 21:00
디자인 플라자에서 노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청계천
따라 걷기와 남산 N 타워 코스 포함. 소요시간: 5시간

 5월 28일 토요일
 5월 30일 월요일
 5월 31일 화요일
 6월 1일 수요일

1일 투어
1일 투어는 국제대회 직전, 도중, 직후에 가능합니다. 티켓은 비무장 지대 (DMZ) 투어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전통에서 현대까지
11

세계 문화 유산 투어
12

출발: 킨텍스 09:00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자동차 박물관 - 에버랜드(테마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8:00
파크)를 돌아보는 코스. 점심 식사로 불고기가 제공된다.
소요시간: 9시간
비무장지대(DMZ) 투어

15

출발: 킨텍스 09:00

MBC 드라미아(한류 드라마 세트장) – 이천 세라피아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8:00
(도자기 센터) – 와우정사에 이르는 코스. 점심 식사로
한정식이 제공된다. 소요시간: 9시간
삼성 전자 투어

14

출발: 킨텍스 09:00

민속촌 – 수원 산성, 화성 행궁을 돌아보는 코스. 태권도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8:00
시범이 선보이며, 점심식사로는 갈비구이가 제공된다.
소요시간: 9시간
도자기 견학

13

출발: 킨텍스 09:00

북촌 한옥 마을에서 한국 전통 주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도착: 명동 지하철 역 16:00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 상점들을 돌아보는 코스. 한국 전통
오찬과 차가 제공된다. 소요시간: 7시간

출발: 킨텍스 10:00

 5월 26일 목요일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
 6월 1일 수요일
 6월 2일 목요일
 5월 26일 목요일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
 6월 1일 수요일
 6월 2일 목요일
 5월 26일 목요일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
 6월 1일 수요일
 6월 2일 목요일
 5월 26일 목요일
 5월 27일 금요일
 5월 28일 토요일
 6월 1일 수요일
 6월 2일 목요일

USD 115

USD 120

USD 85

USD 90

USD 80

USD 85

USD 100

USD 105

USD 75

USD 80

 5월 26일 목요일
 5월 27일 금요일

임진각 - 땅굴 - 도라산역 및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도착: 킨텍스 17:00 / 명동 지하철
 5월 28일 토요일
코스. 점심 식사로는 불고기가 제공된다. 여권을 필히 역 18:00
 6월 1일 수요일
지참해야 한다. 소요시간: 7시간
 6월 2일 목요일

총액

코드

출발/도착
장소와 시간

관광 코스

날짜

온라인 예매 가격
(US$/ 1인당, 5월
6일까지)

오프라인 가격
(US$/1인당)

티켓 수효

총액

국제대회 직전 및 직후 관광
현지 로타리안들과 우정을 나누고 따뜻한 환대를 즐겨보십시오. 참가자들은 4성급과 5성급 호텔에 체류하게 됩니다(산사체험 제외).
티켓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발견: 서부 및 남부 (6박7일)

집합: 서울 롯데 호텔 10:00

서울, 용인, 여주, 부여, 전주, 광주, 순천, 여수, 통영을 도착: 서울 롯데 호텔 21:00
돌아보는 코스. 이천(3600지구) 및 부여(3680지구)
로타리안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16

한국의 하이라이트 (6박7일)

집합: 김
 포국제공항(국내선

터미널) 10:00
서울, 용인, 여주, 부여, 전주, 광주, 순천, 여수, 통영을
 울 롯데 호텔13:00
돌아보는 코스.경주(3630지구) 및 수원(3750지구) 도착: 서
로타리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17

한국의 엣센스 (4박5일)

집합: 서울 롯데 호텔 09:00

고양, 이천, 문경세재, 대구,부산을 돌아보는 코스. 청주 도착: 서울역 15:30
(3740지구) 및 부산(3661지구) 로타리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열차편(KTX)으로 귀경한다.

18

내륙 투어 (4박5일)

집합: 서울 롯데 호텔 09:00

한국의 비단길을 따라가 보는 코스. 고양, 이천, 문경세재, 도착: 서울역 15:30
대구, 부산을 방문한다. 문경(3630지구) 및 대구(3700
지구) 로타리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열차편
(KTX)으로 귀경한다.

19

제주도 투어 (2박3일)

집합: 김
 포국제공항(국내선

터미널) 10:00
‘신들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를 방문하고 제주(3662
도착: 김
 포국제공항(국내선
지구) 로타리안들과 우정을 나눌 기회도 갖는다.
터미널) 19:30

20

설악산 투어 (2박3일)

집합:서울 롯데 호텔 09:00

남이섬, 설악산, 신흥사, 낙산사, 오죽헌, 선교장을 도착:서울 롯데 호텔 17:00
돌아보는 코스. 강릉(3730지구) 로타리안들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21

산사 체험 (1박2일)

집합: 서울 롯데 호텔 12:00

경기도 용주사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변의 도착: 서울 롯데 호텔 12:00
아름다운 경관을 맛보는 이색 프로그램. 남녀 숙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운동화와 세면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22

전주 맛집 투어 (1박2일)

집합: 용산역 09:00

담양의 대나무 숲인 죽녹원, 전주 한옥마을과 전동 성당, 도착: 용산역 21:30
경기전을 돌아보는 코스. 전주(3670지구) 로타리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열차편(KTX)으로 귀경한다.

23

신라의 유물을 찾아서 (1박2일)

집합: 서울역 08:00

유네스코 유적지인 양동마을과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는 도착 : 서울역 18:00
코스. 경주(3630지구) 로타리안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열차편(KTX)으로 귀경한다.

24

 5월 21(토)-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1,500

2인 1실 기준
USD 1,699

 6월 2(목)-8
일(수)

1인 1실 기준
USD 1,880

1인 1실 기준
USD 2,119

 5월 21일(토)-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1,800

2인 1실 기준
USD 1,999

 6월 2일(목)-8
일(수)

1인 1실 기준
USD 2,220

1인 1실 기준
USD 2,419

 5월 23일(월)-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990

2인 1실 기준
USD 1,059

 6월 2일(목)-6
일(월)

1인 1실 기준
USD 1,260

1인 1실 기준
USD 1,329

 5월 23일(월)-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990

2인 1실 기준
USD 1,059

 6월 2일(목)-6
일(월)

1인 1실 기준
USD 1,260

1인 1실 기준
USD 1,329

 5월 25일(수)-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665

2인 1실 기준
USD 699

 6월 2일(목)-4
일(토)

1인 1실 기준
USD 850

1인 1실 기준
USD 879

 5월 25일(수)-27
일(금)

2인 1실 기준
USD 570

2인 1실 기준
USD 599

 6월 2일(목)-4
일(토)

1인 1실 기준
USD 710

1인 1실 기준
USD 739

 5월 25일(수)-26
일(목)

USD 170

USD 179

 5월 25일(수)-26
일(목)

2인 1실 기준
USD 380

2인 1실 기준
USD 399

 6월 2일(목)-3
일(금)

1인 1실 기준
USD 480

1인 1실 기준
USD 499

 5월 25일(수)-26
일(목)

2인 1실 기준
USD 380

2인 1실 기준
USD 399

 6월 2일(목)-3
일(금)

1인 1실 기준
USD 480

1인 1실 기준
USD 499

 6월 2일(목)-3
일(금)

총 경비

USD

이용약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든 요금은 미화로 표시되었으며, 신용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모든 요금은 1인당 가격이다. 숙박요금은 2인 1실 기준이다.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관광이 시작되므로 출발 몇 분 전까지 투어 버스에 탑승해야 한다.
모든 관광은 영어로 진행된다. 단 20명 이상의 그룹이 같은 날짜로 동일한 관광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관광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광 날짜 및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한 것이다(OTC +9).
관광 일정은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다.
최소한 20명 이상이 등록해야 관광 여행이 이루어진다. 단 ‘산사체험’은 최소한 50명 이상이 등록해야 실시된다.
2016 로타리 국제대회 현장에서 관광 티켓을 구매할 경우(오프라인 가격)에는 온라인 가격 보다 10% 더 비싸다.
관광 참가자들은 국제로타리(이하 RI),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이하 TRF), 2016 RI 서울 국제대회 호스트 조직 위원회(이하 HOC)와 RI 이사, 재단 이사, 임원, 위원회 위원, 직원, 대리인, 자원봉사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대표들(‘로타리 면책자’)을 포함해, RI, TRF, 2016 로타리 서울대회 HOC로부터 그리고 이들로부터 배상받고자 하는 일체의 청구(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포함하되
국한되지는 않음), 요구, 법적 조치, 손해, 손실, 비용, 책임, 경비(합당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법무 경비 포함), 보상금, 벌금과 판결로부터 방어, 보호 및 면책된다. 전술한 내용에는 보험 적용 여부를
막론하고 로타리 면책자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상 및 손해가 제한없이 포함된다.
본 양식을 제출함은 양식에 기입된 모든 정보를 관광운영업체 및 그 대리인들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운영업체와 그 대리인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각각의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사용된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등록인[혹은 관광 티켓 가격 지불인]은 양식에 기재된 각 개인에게 이 관광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의 준수를 포함, 이 양식을 배포하고 이들이 이용약관 그리고/혹은 양식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대회직전 관광 신청 마감일은 2016년 5월 6일이며, 대회직후 관광 신청 마감일은 2016년 5월 19일이다. 관광을 취소할 경우 취소 요청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이 결정된다:

국제대회 직전 관광 티켓 취소
2016년 4월 30일까지: 100% 환불
2016년 5월 6일까지: 50% 환불
5월 6일 이후(혹은 불참 시): 환불 불가
환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제주 투어의 경우에는 항공사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국제대회 직후 관광 티켓 취소
2016년 4월 30일까지: 100% 환불
2016년 5월 19일까지: 50% 환불
5월 19일 이후(혹은 불참 시): 환불 불가

호스트 행사 티켓 주문 양식
국제대회 웹사이트 www.riconvention2016.org에서 예약하세요. 호스트 행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2016hocevent@
riconvention2016.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행사

가격
(USD/1인당)

티켓 수효

3K 평화의 행진
1

5월 28일 토요일, 08:30-10:00
서울의 심장부인 시청앞 광장을 출발하여 주요 도로를 따라 로타리 봉사 111주년을 축하하는 ‘로타리의 길’을 걸어보세요.
모든 참가자들은 고유의 민속 의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행진은 평화를 기원하는 군무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
수익금은 폴리오플러스 기금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USD 10

호스트 환대의 밤
5월 29-31일 (일-화요일)
만남의 장소 (킨텍스, 17:00)

2

참가자들은 킨텍스에서 한국 호스트 로타리안들과 만나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호스트 환대 행사는 로타리안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교통편은 호스트 로타리안들이 제공합니다.
5월 29일 일요일

USD 20

5월 30일 월요일

USD 20

5월 31일 화요일

USD 20

웰컴 페스티벌
올림픽 체조 경기장, 5월 28일, 토요일 20:00-22:00
세계적인 B-보이들과 K-팝 스타들의 공연, 한국의 전통 무용과 사물놀이,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마술 쇼가 펼쳐집니다!
참조: RI는 킨텍스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서 지정 호텔까지 셔틀 버스를 제공합니다.

3

좌석 배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R: USD 40
S: USD 30
B: USD 5
(세계청년지도자회의
참가자, 로타랙터,
인터랙터에 한함)

코리안 심포니의 밤 “JUBILATION AND HARMONY”
서울 예술의 전당, 5월 29일, 일요일 20:00-21:30
한국을 대표하는 KBS 교향악단이 세계적인 지휘자 아나톨리 레빈의 지휘로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2007년도차이코프스키 콩쿠르 1위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유코 카미오 씨가
협연합니다. *교통편은 각자가 마련해야 합니다(서울 도심지에서 45분 정도 소요).

4

좌석 배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R: USD 80
S: USD 60
A: USD 40
B: USD 20

현대 발레 공연 “KOREAN NYMPH FESTIVAL”
아람 누리 아트 센터, 경기도 고양, 5월 30일 월요일 19:30-21:00
한국 국립 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이 현대 발레 공연을 펼칩니다. LPD 댄스 컴퍼니의 남성 무용수 20명이 출연하여
인간의 신체가 가진 우아함과 에너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교통편은 각자가 마련해야 합니다(킨텍스에서 대중 교통편으로
20분 정도 소요).

좌석 배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5
R: USD 50
S: USD 40
A: USD 30
B: USD 20

참가비 총액

USD

이용약관 / 티켓 정보(호스트 행사)
• 모든 티켓 가격은 미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티켓 예매는 접수 순으로 처리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호스트 행사 티켓은 2016년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날 이후에는 예매 상황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호스트 행사 티켓 부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티켓 예매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지급이 돤료되면 e-티켓이 전달됩니다.
• 티켓 주문은 2016년 5월 6일까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티켓은 양도가 가능함).
• 2016년 5월 6일까지 취소하실 경우 2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월 6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2016 국제대회나 혹은 예정된 호스트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로타리안들과 게스트들의 여행 및 기타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6 RI 국제대회 행사장에서 티켓을 구입하시는 경우 온라인 예매 가격보다 10%가 비쌉니다.
• 공연 순서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