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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행사 티켓 주문 양식
2015 RI 국제대회
브라질 상파울루
2015년 6월 6~9일
호스트 행사 티켓 온라인 주문처: www.rotary2015saopaulo.org.br 팩스 주문처: +55-11-3217-4333.
호스트 행사 티켓 문의 이메일: saopaulo2015@frsp.org 전화:+55-11-3056-6000.

날짜

시간

행사

6월 6일(토)

19:00

로타리 카니발

1인당 가젹 (미화)

티켓 수효

총액(미화)

40 달러

브라질의 대표적 카니발 파티 그리고 화려한 삼바 학교 퍼레이드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는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합니다. 본 행사는
해마다 카니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상파울루 삼바드로모(São Paulo Sambadrome: 국제대회 본회의장 인근에 위치)의 VIP
구역에서 열립니다. 티켓 가격에 물과 청량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기타 음료는 행사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RI에서 제공됩니다.

6월 7일(일)

20:00

조앙 까를로스 마르찐스(João Carlos Martins)가
지휘하는 바이-바이(Via-Vai) 타악기 연주 콘서트

135 달러

1925년에 디자인된 살라 상파울루(Sala São Paulo)는 브라질 최고의 콘서트 홀입니다. 브라질 고유의 음악과 카니발 리듬이 전통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자아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티켓 수효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조직위원회가 공식 호텔에서 공연장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티켓당 미화 $2.50이 서비스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모든 티켓은 미화 가격이며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

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호스트 조직위훤회에 문의하십시오.
행사 관련 정보는 www.rotary2015saopaulo.org.br 에 게재됩니다.
이메일로 추가 정보를 보내드릴까요?  예
개인 정보
해당 정보를 적어주십시오(*표는 필수항목). 정자로 작성하시고, 영문으로 작성하실 경우 대문자로 적어주십시오.
이름*

성*

로타리 지구

주소*

시*

집전화*(국가번호)

(지역번호)

(번호)

도*

우편번호*

국가*

팩스(국가번호)

(지역번호)

(번호)

이메일*

(호스트 행사 티켓을 구매하시면 이메일로 확인 서신이 발송됩니다)
선호하는 언어(하나만 선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중국어(만다린)  기타(구체적으로)

특별 요청 사항:  휠체어  기타(구체적으로)
특별 식단 요청:
 채식  붉은고기 없는 식단  돼지고기 없는 식단  갑각류와 조개류 없는 식단  해산물 없는 식단
 기타 (구체적으로)
긴급 연락 정보:
이름

전화번호(국가/지역번호 포함)

호텔 정보(알고 있을 경우):
호텔 이름

타운/시

결제 정보
수표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하나만 선택):    비자    마스터카드  
카드 소유주 성명(카드에 명시된 대로)

카드 소유주 서명

카드번호

만기일				

보안코드 번호(3~4 자릿수)

본인은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호스트 조직위원회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호스트 행사 티켓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일/월/년)*

성명(정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이용약관/티켓팅 정보
1. 호스트 조직 위원회(HOC) 행사 티켓은 국제대회 등록자와 그들의 게스트, 직계 가족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한정된
수만큼 주문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호스트 행사 티켓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2. 행사 티켓 온라인 예매는 2015년 5월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예매 상황에 따라 2015년 6월 5~9일 동안 HOC
티켓 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호스트 행사 티켓 예매는 접수 순으로 처리되며, 대금 지불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e-티켓이 발송됩니다.
4. 호스트 행사 티켓 예매 취소는 2015년 5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티켓은 양도 가능함을 주지해 주십시오). 2015년 5월 15일
이전에 예매가 취소될 경우, 2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2015년 5월 15일 이후에 취소 시에는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5년 국제대회 혹은 호스트 행사가 취소될 경우 HOC는 티켓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로타리안들과
게스트들의 여행 및 기타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2015년 RI 국제대회 행사장에서 호스트 행사 티켓을 구매하실 경우, 온라인 구매 가격 보다 약 20%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