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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제46회 2년 주기 총회, 2020년 7월 22~25일 미국 워싱턴 주 벨뷰 
 

총회 개최지 

제46회 2년 주기 총회 개최 장소는 하얏트 리젠시 벨뷰(Hyatt Regency Bellevue)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한 벨뷰는 아담한 중소도시면서도 대도시의 편리함을 갖춘 매력적인 지역으로, 각박한 

현대인의 갈증을 풀어 줄 다양한 활동과 문화생활로 가득합니다. 특히 곳곳에 산과 호수를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아웃도어 활동지가 넘쳐나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바다와 

녹지로 둘러싸인 최상의 환경과 편리한 위치에 있어 소롭티미스트 총회 개최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총회 참가등록비  

총회 참가등록비는 클럽당 미화 $550입니다. 2019년 12월 중으로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5일입니다. 이 금액은 클럽 참가대표의 총회 등록비를 

커버하며, 식사 티켓 값은 불포함입니다. 2020년 3월 15일이 지나서 납부하는 클럽에는 연체료 10%가 

부과됩니다. 

참가등록, 식사 티켓료 

온라인 등록과 총회 전반에 관한 정보는 SIA 총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등록을 완료한 분들께는 즉시 

등록 확인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등록 방식이 아니라 참가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 쪽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신 

경우에는 등록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등록 양식 작성 시 

본인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환불 관련 정보는 참가등록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등록비: 

 

https://www.hyatt.com/en-US/hotel/washington/hyatt-regency-bellevue-on-seattles-eastside/belle?src=corp_lclb_gmb_seo_nam_belle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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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참가대표단 비소속인의 총회 전체기간 참가등록비(조기 등록) 

 $625 참가대표단 비소속인의 총회 전체기간 참가등록비(정시 등록) 

 $675 참가대표단 비소속인의 총회 전체기간 참가등록비(후시 및 현장 등록) 
 
 $275 참가대표단 비소속인의 총회 1일 참가등록비(조기 및 정시 등록) 

 $350 참가대표단 비소속인의 총회 1일 참가등록비(후시 및 현장 등록) 
 
 $295 게스트의 총회 참가등록비(조기 및 정시 등록) 

 $375 게스트의 총회 참가등록비(후시 및 현장 등록) 

  

식사 티켓료 

소롭티미스트 회원 및 게스트 누구나 식사 티켓 구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티켓은 참가대표단 

등록비에 불포함되어 있으며, 참가등록 시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식사 티켓 판매는 선착순으로, 

총회 개회 전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식사 행사 좌석을 확보하려면 후시 등록 마감일 이전에 참가등록 

및 식사 티켓 구매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가등록 시에 메인 디시 메뉴를 미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용 식사 쿠폰 구입이 필요한 경우 SIA 본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날아오르자: 우정나눔 디너 및 월드 오브 댄스 쇼케이스, 7월 22일: $110 

선구자: 리더 공로 감사 연회, 7월 25일: $120 

정상에 오르기: 공로 감사 런치, 7월 23일: $70 

회원 활동 경험: 위를 향한 여정 런치, 7월 25일: $70 

프로그램 관련 추가 정보는 총회 일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공편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AA/원월드 소속 항공업체를 이용하는 고객께는 항공료를 4% 

할인해 드립니다(단 베이직 이코노미, 할인 비적용 요금 이용 시는 제외). 미국 또는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든 항공권 구매 문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팅 서비스 데스크에 1-800-433-17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주 7일 오전 6:00~밤 12:00(미 중부표준시), 통화 시에 승인번호 A4370DC를 꼭 

언급해 주세요). AA/AE 항공편에 한해 www.aa.com에서 온라인으로 티켓팅 수수료 없이 할인 가격의 

티켓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AA.com에서 로딩 시 최소 1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하시기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http://www.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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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AA.com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상기 허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단 맨 앞자리 A는 빼고 입력). 일부 계약은 본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735-2988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  총회 참가 목적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좌석 등급의 항공료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www.united.com/meetingtravel<http://www.united.com/meetingtravel>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하세요. Z 

코드: ZHPX, 약정 코드: 280722(오퍼 코드 입력칸에 입력). 주의사항: Z 코드와 Agreement 코드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마세요. 미국, 캐나다 지역 고객의 경우 유나이티드 미팅 예약 데스크에 전화 

1-800-426-1122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통화 가능 시간: 월~금요일 8:00 am – 10:00 pm 

(동부시간대), 토~일요일 8:00 am – 6:00 pm (동부시간대)). 미팅 예약의 경우 예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 고객은 www.united.com/meetingtravel을 통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델타 에어라인(Delta Airlines): 델타 에어라인에서는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총회를 위한 특가 

항공권을 마련했습니다. 항공권 예매를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델타 미팅 네트워크®에 

전화  1-800-328-1111로 연락해(통화 가능 시간: 월~금요일 7:00 am – 7:30 pm (중부시간대)) 미팅 

이벤트 코드 NMTRZ를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1-800로 시작하는 당사 무료이용 전화번호를 통해 예매 및 발권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항 연계 육상교통 및 주차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셔틀 익스프레스(Shuttle Express): 공항 스카이브릿지 4번을 통해 도보로 

주차장까지 갑니다. 주차장 3층에 위치한 육상교통 플라자(Ground Transportation Plaza) 중앙에서 

셔틀 익스프레스 버스에 탑승합니다. 편도 탑승료는 1인당 $26입니다. 예매 전화는 1-425-981-

7000입니다. 셔틀 익스프레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휴대폰 앱으로 우버, 리프트 등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우버의 경우 승객이 지나치게 

몰리는 때가 아니라면 편도 요금이 시간대나 할증에 따라 약 $25~30 범위가 됩니다. 

일반 택시로도 공항에서 하얏트 리젠시 벨뷰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의 경우 보통 

$50~65에 팁 15%이 포함되나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http://www.united.com/meetingtravel
http://www.united.com/meetingtravel
http://www.united.com/meetingtravel
http://www.delta.com/tools/secure/air-shopping/searchFlights.action?tripType=ROUND_TRIP&priceSchedule=price&originCity=&destinationCity=&departureDate=&returnDate=&paxCount=1&meetingEventCode=NMTRZ&searchByCabin=true&cabinFareClass=BE&deltaOnlySearch=false&deltaOnly=delta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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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항에서 운영하는 시탁 트랜스포테이션(Seatac Transportation)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요금은 

일반 승용차 $60~65, SUV $95입니다(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음). 

하얏트 리젠시 벨뷰 호텔 숙박객에게만 특가로 적용되는 주차료는 셀프 주차 시 $28(+세금 별도), 발레 

파킹 시 $38(+세금 별도)입니다. 본 특가는 SIA 총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회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셀프 주차는 금요일 오후 8시 ~ 일요일 오후 8시 사이에 무료로, 이 시간 동안에는 출차/입차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주차 전용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명은 Northeast 10th Street로, Bellevue Place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미끄럼길로 내려가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우회전하면 오른편에 Winter Garden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P3 표지 부근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다 찼으면 주차장 후면으로 

이동해 왼쪽 미끄럼길로 한 층 아래로 가서 주차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Hyatt Regency 

Ballroom 엘리베이터를 타고 Olympic Tower 건물 1층으로 오셔도 됩니다.  

호텔 숙박 

하얏트 리젠시 벨뷰에서 금번 총회의 행사가 모두 진행되며, 총회 참가자는 싱글룸 또는 더블룸을 1박 

$219 + 세금 14.4%의 특가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침대 요청 시 1일 사용료 $25 + 

세금이 부과됩니다. 숙박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트리플룸($244 + 세금 14.4%)이나 쿼드룸($269 + 

세금 14.4%)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업그레이드를 원할 경우 1인당 1일 $85.00를 추가로 결제하시면 클럽룸에 숙박이 가능하며(수량 

한정), 숙소 예약 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예약은 SIA 총회 공식 숙소예약 사이트인 Hyatt Regency Bellevue를 이용할 경우 2020년 6월 

1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이 날짜 이후로는 특가 요금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예약하고자 하거나 그 외 도움이 필요하면 1-877-803-7534로 전화해 "단체 코드 SROP"를 

불러 주시거나 여기를 클릭해 리전별 연락처를 찾으시면 됩니다. 

소셜 미디어 

총회 관련 최신 소식은 SIA 총회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또한 SIA 페이스북 페이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벨뷰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꿀팁 공유, 과거 이 지역을 

방문했거나 역대 총회에 참석한 경험에 대한 공유, 총회 관련 질문 올리기, 그리고  객실 룸메이트나 

http://airportseatactransportation.com/Rates
https://www.hyatt.com/en-US/hotel/washington/hyatt-regency-bellevue-on-seattles-eastside/belle?src=corp_lclb_gmb_seo_nam_belle
https://www.hyatt.com/en-US/group-booking/BELLE/G-SROP
http://l.c.hyatt.com/rts/go2.aspx?h=1020115&tp=i-H43-9A-8ww-29estY-IH-FZQp-1c-271U5M-1UsCPe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https://www.facebook.com/Soroptimist-International-of-the-Americas-69575569890/?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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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관광을 즐길 회원 찾기 등 무슨 내용이든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SIA를 

팔로우하고 해시태그: #SIAConv2020을 검색해 총회 관련 뉴스를 받아 보세요. 그리고 트윗을 올리실 

때에도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세요. #SIAConv2020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총회에 관한 모든 뉴스를 

손쉽게 찾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 

일반 세션 볼룸과 식사 볼륨에서 개최되는 모든 일반 세션, 식사, 워크숍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월계수협회 축하 연회 

넉넉한 후원금 기부를 통해 드림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케 해 주신 고마운 기부자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의미에서 1920년대 미국의 찬란하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성대한 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시절의 느낌을 한껏 살린 화려한 차림으로 다함께 기억에 남을 멋진 저녁을 보냅시다! 현재 

월계수협회 정회원(2016-2018년도에 $500 이상 기부자) 및 신규 월계수협회 회원(최소 기부액 

$1,000)을 대상으로 하는 본 행사는 7월 24일 금요일 오후 5:30~7:00에 진행됩니다. 

www.soroptimist.org에서 월계수협회에 새로 가입하시거나, 이미 가입하셨다면 $500를 후원하셔서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월계수협회의 모든 회원 분들께 초대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특별 행사 및 식사 

총회의 연장으로 열리는 다양한 특별 행사에 추가 비용을 내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행사 

티켓은 인기가 높아서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매진될 수 있으니 총회 참가등록 시 티켓을 구매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별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날아오르자: 우정나눔 디너 및 월드 오브 댄스 쇼케이스. 7월 22일 수요일 총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회원들이 새로운 고지를 향해 함께 날아오르는 전야제 행사입니다. 우정나눔 디너는 

소롭티미스트의 오랜 친구들과 다시 한 자리에 모이거나 새 친구를 만들 뿐 아니라 테이블에 나눠 앉은 

분들 및 연회장에 모인 분들을 알아 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야제의 하이라이트인 월드 오브 댄스 쇼케이스가 여러분의 기다립니다. 만국 공통의 문화라 할 수 

있는 댄스를 통해 최대 10개 클럽 또는 리전 회원들이 각 문화권을 대표하는 전통춤이나 그 외 

좋아하는 스타일의 댄스를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환영 행사는 7월 22일 수요일 오후 

7:00~8:00에 개최되는 리셉션, 오후 8:00~10:00에 열리는 만찬으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총회 부의장인 수 라일리(Sue Riney)에게 이메일 riney@whidbey.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twitter.com/soroptimist
http://www.soroptimist.org/
mailto:riney@whidbe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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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나눔 디너는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 오브 댄스 쇼케이스 

참가신청 마감일은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소롭티미스트 애프터아워. 도어맨에게 “I’m with the club (클럽 회원입니다)”이라고 말씀하시면 

애프터아워를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바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의 칵테일 

라운지에 둘러 앉아 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분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세요. 흥이 달아오르면 

댄스와 가라오케 열창도 도전하세요. 본 행사는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두르세요. 입장료는 

$30입니다. 음료는 바에서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SIA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구자: 리더 공로 감사 연회. 이번 총회의 최고 하이라이트 행사! 우리 단체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축하하는 뜻깊은 이 행사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참석하세요! 이제 

후배에게 길을 터 주는 선배 임원과 새로 선출된 후배 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행사 속에 만찬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 행사는 8월 1일 수요일에 개최되며 6시 30분에는 리셉션이, 7시에는 식사가 

시작됩니다.  

복장 제안 

워싱턴 주 벨뷰의 7월 평균 기온은 13ºC(55ºF), 최고 기온은 25ºC(77ºF)입니다. 회의 및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비즈니스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을 추천합니다. 우정나눔 디너에는 각국 

전통의상이나 이브닝 드레스 차림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시상식에는 드레시한 차림을 추천합니다. 

총회 행사장에는 에어콘이 가동되어 쌀쌀할 수 있으니 회의 참석 시 스웨터나 가벼운 재킷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현지 지역 정보 

시애틀/벨뷰 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visitbellevuewashington.com/. 벨뷰 지역 탐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벨뷰 여행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여행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애틀에서 즐길 만한 

추가 관광 정보를 알아보세요. 또는 자동차와 페리호로 2시간 45분 가량 걸리는 거리지만 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의 밴쿠버 방문 정보도 알아보세요. 벨뷰의 각종 명소들을 알차게 

소개하는 블로그인 https://www.jasminealley.com/things-to-do-bellevue/도 있습니다. 

http://www.visitbellevuewashington.com/
https://www.google.com/destination?q=bellevue%20washington&sa=X&site=search&output=search&dest_mid=%2Fm%2F010r6f&tcfs#dest_mid=/m/010r6f&tcfs=EhwaGAoKMjAxOS0wNC0yNhIKMjAxOS0wNC0zMCAB
https://www.visitseattle.org/things-to-do/sightseeing/top-25-attractions/
https://www.thecrazytourist.com/top-25-things-to-do-in-vancouver-bc-canada/
https://www.jasminealley.com/things-to-do-bellev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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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고 항공권 구매 후 컨펌을 받은 한국, 캐나다, 대만, 일본 관광객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및 관련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방문 

비자 안내를 참조하세요. 

위 4개 국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 발급은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등록 회원의 이름으로 참가등록을 마치고 등록비를 

납부했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저희에게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사관 지역에 따라 오래 걸릴 수도 있으므로 총회 참가 신청 및 등록을 

서둘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리더십 개발, 자기 계발, 프로그램 소식, 회원 모집 및 유지 방안, 홍보 및 기금 조성 방법 등 다양한 

주제별로 20회 이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은 사전 등록 없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SIA 총회 웹페이지새로운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215-893-9000 또는 이메일 <siahq@soroptimist.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 웹페이지와 SIA 페이스북 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세요. 총회 관련 모든 소식은 

주로 이메일로 알려 드리니 참가등록 시 본인 이메일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izard.html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izard.html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http://www.soroptimist.org/members/meetings/meetings.html
https://www.facebook.com/Soroptimist-International-of-the-Americas-69575569890/?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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