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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행사 티켓 주문 양식
2014 로타리 국제대회
호주 NSW 시드니
2014년 6월 1-4일

호스트 행사 티켓을 www.rotary2014.com.au에서 예약하시거나, 본 양식을 팩스 +61 2 9891 5984로 보내 주십시오.
호스트 행사에 대한 질문은 hocevents@rotary2014.com.au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및 요일

시간

행사

5월 31일 토요일

15:00 시

호주식 풋볼 경기

가격
$AUS

참가자수

행사당 총액
$AUS

장소와 비용은 9월이나
10월 중에 발표 예정

호주식 풋볼 경기는 타원형 잔디구장에서 18명의 선수가 2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루는 호주 고유의 게임으로, 빠른 스피드와 격렬한 몸동작이
관람객들에게 스릴을 선사합니다. 참가자들은 시드니 올림픽 공원의 일부인 스코다 스타디움이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경기
를 관람하게 됩니다. 두 경기장 모두 뉴 사우스 웨일즈(이하 NSW) 정부가 제공한 무료 교통 패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기장은 국제대회 이전
에 발표되며, 티켓에 명시됩니다.

5월 31일 토요일

19:00 시

만찬과 불꽃놀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링 하버가 보이는 시드니 최고의 식당가에서 만찬을 즐기고, 이어 달링 하버에서 실시되는 조명쇼나 불꽃놀이를 즐기세요. 조명 쇼/불꽃놀이
는 무료이며, 레스토랑들은 NSW 정부가 제공한 무료 교통 패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6월 1일 일요일

12:00 - 15:00 시

개막 기념 바베큐

무료
해당없음

동료들과 함께 시드니 올림픽 공원 내 캐티 프리맨 파크에서 실시되는 호주 스타일 소시지 바비큐 파티를 즐겨보세요. 티켓 소지자 선착순 1만 명
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가 별도로 준비됩니다.

6월 2일 월요일

20:00 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70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콘서트를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날 연주되는
곡들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적인 고전 음악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NSW 정부가 제공한 무료 교통 패스로 접
근이 가능합니다.

6월 3일 화요일

18:30 시

장소와 비용은 9월이나
10월 중에 발표 예정

호스트 환대의 밤

소그룹으로 나뉘어 현지 로타리안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즐기세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호주 로타리안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엿
보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들이 교통편을 주선합니다.

매일밤

19:00 시

비비드(VIVID)

무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제대회 기간 중 매일 밤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한 유명 건물들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 쇼가 실시됩니다. Circular
Quay 와 역사적인 Rocks 일대를 거닐어 보세요. 이 지역은 NSW 정부가 제공한 무료 교통 패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계 인형대회

무료

빌라봉 우정의 집에서 개최되는 세계 인형 대회(World Gnome Convention)에 좋아하는 인형이나 그 사진을 가져오세요. 적절한 가격에 인
형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인형들에게 멋진 고유의상이나 재미난 의상을 입혀보세요.
모든 가격은 호주 달러이며,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 $AUS

시드니 올림픽 공원 시설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호주식 풋볼 경기 관람이나 일부 식당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행사장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는 조직위원회(HO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행사에 대한 모든 정보는 HOC가 발행하는 디지털 뉴스레터 CORROBOREE (영어에 한함)와 웹 사이트 www.rotary2014.com.au를 통해 제공됩니다. CORROBOREE는 두 달마다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이메일로 CORROBOREE를 구독하기 원합니다(무료). 		

예 

개인 정보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표는 필수항목). 정자로 표기하여 주시고, 영문 작성 시에는 대문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름*

성*

로타리 지구

주소*

주소(계속)*

도시*

자택 전화* (국가 번호)

(지역/도시 번호)

(번호)

도/군*

우편번호*

국가*

팩스 (국가 번호)

(지역/도시 번호)

(번호)

이메일* (HOC 티켓 주문에 대한 확인서신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선호하는 언어(하나만 선택):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만다린어)
 기타 (구체적으로)
특별 요청 사항:  휠체어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식단:  채식  쇠고기없는 식단  돼지고기 없는 식단  갑각류(새우, 게 등) 없는 식단  해산물없는 식단
 기타 (구체적으로)
긴급 연락 정보:
성명

전화번호 (국가/지역 번호 포함)

호텔 정보(호스트 환영 행사 용)
호텔명

도시명

대금 지불
개인 수표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하나만 선택):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카드 소유주 성명(카드에 명시된 대로)

카드 소유주 서명

카드 번호

만기일

시큐리티 코드(3, 혹은 4자리 숫자)

본인은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본인의 산용카드에서 호스트 행사 티켓 구입 대금을 인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dd/mm/yyyy)

성명 (정자로 기입)*

규약 및 조건/티켓 예매 정보
1. 호스트 조직 위원회 (HOC) 행사 티켓은 국제대회 등록자와 그들의 게스트, 직계 가족들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한정된 수만큼 주문 순
서대로 처리됩니다. 호스트 행사 티켓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2. 행사 티켓 온라인 예매는 2014년 5월 1일 (금요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예매 상황에 따라 5월 29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국제대회 HOC
티켓 부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HOC 행사 티켓 예매는 접수 순으로 처리되며, 대금 지불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e-티켓이 발송됩니다.
4. HOC 행사 티켓 예매 취소는 2014년 5월 1일(금요일)까지 가능하며, 예매 취소 시 2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014년 5월 1일 이후의 취소 시
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티켓은 양도가 가능함을 인지해 주십시오).
5. HOC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4 국제대회가 취소되거나 HOC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티켓 전액에 대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로타리안들이나
게스트들의 여행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2014 국제대회 현장에서의 HOC 행사 티켓 가격은 온라인 예매 시보다 약 20퍼센트 정도 비쌀 수 있음에 주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