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제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Q 센터 -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 

현장 일정 안내 

 

도착 

공항 셔틀버스가 Q 센터 웰컴센터에서 내려 드립니다. 

Q 센터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키를 수령하신 후, 국제협회 

등록 데스크로 가셔서 명찰, 프로그램 안내서, 그룹 일정 및 

사진 서식을 받으십시오. 항상 명찰을 착용해 주십시오.  

각 강의실에서 세미나 환영 세션이 열리는 월요일 저녁 

8 시까지 객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  

 

식사 

Q 센터 지구 제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기간 동안 하루 세 번 무료로 뷔페 식사가 제공되며 도착일 

저녁부터 출발일 점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6 시 30 분부터 

8 시 30 분까지이며 저녁 식사는 오후 6 시부터 8 시까지입니다. 점심 시간대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들에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룹 일정표에 표시된 지정 식사 

시간/장소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은 다양한 음식(채식 및 인도 채식 포함)을 제공하므로 

선호하는 식단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카페(Nourishment Hubs)에서 가벼운 

다과도 제공됩니다.  

 

음식과 음료는 Brick Oven Bistro 또는 The Fox 바에서 

자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게임과 사교 

활동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식사 메뉴와 가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Lions Clubs International 

 

https://qcenter.com/dining-guest/


 
 

국제본부 투어 

화요일에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의 국제본부를 방문합니다. 

각 그룹별로 구체적 방문 시간이 배정됩니다. 투어는 약 

20 분 동안 진행되며 통역이 제공됩니다. 국제협회 

직원들은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단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진 촬영 

화요일에 국제 1 부회장과의 개별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구체적인 시간이 

배정됩니다. 전체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추가 촬영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예정된 촬영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웰컴센터 리셉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또는 목요일 저녁, 그룹별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각 강의실 그룹이 폭스리버 볼룸에 모입니다. 

개별 사진과 단체 사진 모두 세미나 종료 약 2 주 후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응원 구호 

그룹은 자유 시간을 활용해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응원 구호는 박자, 융합, 주제 및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수상팀은 국제대회 당선총재 축하 연회에서 발표됩니다!  

 

전체 세션 통역 

개회식과 모든 전체 세션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협회는 중국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통역을 제공합니다. 폭스리버 

볼룸에서 통역기를 수령 및 반납해 주십시오. 미반환 통역기 비용은 해당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라이온스 Shop 

쇼핑을 위해 Q 센터에 클럽용품 팝업 스토어를 개장합니다. 사전 예약 주문 물품도 이곳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공간 

여유 시간에 구내 식당 바로 위 Q 타워 1 층에 있는 봉사활동 공간에 잠시 들러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현지 어린이병원에 보낼 응원 메시지 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안내 사무소 

여행, 호텔, 식사 또는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당선총재 안내 사무소의 국제협회 직원이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