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Q 센터는 부대 서비스가 완비된 미국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시설로 95 에이커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센터는 대규모 단체의 
컨퍼런스와 특별 행사뿐만 아니라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의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식사, 숙박이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해결되는 훌륭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집중적인 연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지구1부총재/당선총재가 지구총재 임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실에는 방음벽, 인체공학적 의자, Q 베이직 와이파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센터의 객실은 싱글 침대와 인체공학적 작업 공간을 갖춘 기숙사 스타일의 스탠다드 
룸입니다. 개별 욕실에는 입식 샤워시설(욕조 없음)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연입니다.  
모든 객실에는 무료 Q 베이직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26인치 평면 고화질 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로는 커피 메이커, 알람 기능이 있는 
시계 라디오, 헤어드라이어, 다리미/판, 세면도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승인된 숙박 기간에 한해서 트윈 사이즈 침대가 있는 1인실을 제공합니다. 
동반자/게스트는 지구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Q 센터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투숙객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객실 예약 시 
요청사항들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Q 센터 추가 숙박(국제협회 승인일 이외)은 호텔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추가 숙박 및 비용에 관한 
정보는 국제협회 dgeseminar@lionsclubs.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숙박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국제협회 dgeseminar@lionsclubs.org로 직접 연락 
주십시오. 추가 숙박료, 부대 비용, 추가 동반인의 숙박료와 세금 등 추가되는 비용은 
체크 아웃 시 지구1부총재/당선총재가 직접 Q 센터에 지불해야 합니다.

Q 센터에는 기념품 가게, 무료 셀프 세탁 시설,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명상/기도실도 
있습니다.

Q 센터에서 열리는 지구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에서는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 세 번 
뷔페식의 식사가 제공되며, 국제협회 승인 도착일 석식부터 국제협회 승인 출발일 중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센터는 다양한 음식(채식 및 인도 채식 포함)을 제공하므로 선호하는 식단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센터는 투숙객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숙 기간 동안 
권장하는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식사 시간대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구1부총재/당선총재들에게 지정 식당을 배정했습니다. 
강의실별 구체적 일정에 표시된 지정 식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센터에는 그 외 식품 매장들이 있지만  식사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패키지 이외의 식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Q 센터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Q 센터 소개



Q 센터 시설 개요

Fox River 
Ballroom:

개회식
모든 전체 세션

E, D 구역: 
모든 강의실 세션 및 
국제협회 사무국

환영 센터(Welcome Center)
체크인

A, B, C, Q 구역:
객실

D, Q 구역:
Fox River 및 Q Tower
식당 - 조식, 중식, 석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