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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등록 - 등록비는 국제대회 입장료입니다. 등록자는 공식 명찰, 기념 메달, 국제대회 공식 프로그램 책자, 국제쇼 입장권 1 매를 받습니다. 

모든 변경사항 (이름 변경, 도착/출발 날짜 변경)은 2020 년 5 월 1 일(금)까지 서면으로 lci@mcievents.com 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등록자는 싱가포르 대회 현장에서 명찰을 수령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서를 스캔하여 명찰을 인쇄하므로 국제대회 공식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대회 명찰은 미리 발송되지 않습니다. 명찰 인쇄 장소 

및 이용 시간은 2020 년 5 월 LCICo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대회 전시관 및 공식 행사에 입장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공식 명찰을 패용해야 합니다. 

5 월 1 일:  등록 취소 마감일. 2020 년 5 월 1 일(금) 이후에 취소하면 등록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취소 요청은 

반드시 이메일(lci@mcievents.com) 또는 팩스(972-349-7715)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등록 취소가 승인되면, 취소 건당 $10.00 의 기본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 요청 시, 희망하는 환불 방법 (예: 클럽 계좌에 입금 처리, 수표 등)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환불 방법을 기재하지 않으면, 클럽 계좌로 

입금 처리되어 향후 회비로 차감됩니다. 환불은 국제대회 폐회 후에 처리됩니다. 환불 요청은 당해 국제대회에 한정됩니다. 

• 대회 등록비는 다른 라이온, 레오, 게스트, 아동에게 양도하거나 향후의 대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  

• 호텔 예약은 예약 확인서에 기재된 호텔에만 유효합니다. 예약 확인서는 호텔 숙박비 정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자는 호텔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호텔 객실을 예약하려면 성인 한 명이 대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협회를 통한 호텔 예약의 경우 최소 2 박을 예약해야 합니다. 

• 호텔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침대 종류와 특별 요청사항은 체크인 시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LCICon 웹사이트에 있는 국제협회 호텔 객실 요금표 를 참고하십시오.  

• 등록자는 예치금을 공제한 숙박료를 호텔에 결제해야 합니다. 숙박료는 현지 통화(SGD)로 지불해야 하며, 현지 세금 및/또는 봉사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호텔 예치금:  일반 객실을 예약하려면 예치금 US$200 를 납부해야 하며, 스위트룸 예약 시에는 예치금으로 US$350 를 납부해야 

합니다.   

o 전신환 송금 시에는 취급 수수료 US$25 가 추가됩니다.    

o 제시한 신용카드로 호텔 예치금 결제가 승인되지 않으면, 호텔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o 호텔 예치금은 통용되는 환율로 계산하여 싱가포르 달러(SGD)로 호텔에 전달됩니다.  

o 호텔 예치금은 타 호텔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호텔 예약 확인서에 명시된 날짜에 체크인하지 않을 경우, 객실 예약이 취소되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호텔 예약 확인서에 명시된 출발일 이전에 퇴실하는 경우 호텔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5 월 1 일: 예약 마감일 

o 국제협회의 호텔 예약/변경 마감일(호텔 사정에 따름)  

o 호텔 예약 취소 마감일.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o 객실은 숙박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lci@mcievents.com 을 통해 서면으로 호텔 예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호텔 예약 환불 건당, 처리 수수료 US$15 이 공제됩니다. 

o 호텔 예치금 환불은 취소 승인 후 3-4 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국제협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절차에 따라 사용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lci@mcievents.com  참고: 국제협회는 국제대회 관련 자료를 홍보 목적으로만 기록/보관합니다. 국제대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등록함으로써, 행사 참가자는 해당 촬영 자료가 협회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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