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5월 15일 이후부터는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선착순 방식으로 참가등록 
양식을 접수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이후부터는 참가등록 양식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참가등록 정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확인서는 주간 단위로 발송됩니다. 모든 표시 금액은 미국 달러화 
기준입니다. 
 
연락처 정보(정자체로 또박또박 기재하거나 타이핑 요망):         회원 번호                   
     
성                   이름               

주소                            

주간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참가자에게 비상사고 발생 시 연락받을 사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참가등록비: 참가등록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등록비는 총회 전체 참가비에 해당합니다(단 식대는 불포함).  
 나는 참가등록 정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항 1곳에만 X 표시하세요.     

2020월 1월 15일까지   2020년 5월 15일까지   2020년 5월 15일 이후/현장 등록  
          클럽 참가대표   $0   $0   $0  $ 0  
          회원 정식등록               $550   $625   $675  $   
          1일 등록비(하루 또는 이틀 참가 시에만 적용) $325/일 $325/일                 $375/일   $   
참가일에 체크 표시    7/22(수)  7/23(목)   7/24(금)   7/25(토) 
          비회원 게스트   $350   $375   $375  $        
비회원 게스트도 참가등록을 하면 워크숍 및 일반 세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용 식사 티켓은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아래 참조) 

비회원 게스트 이름(명찰 제작용)            

         등록비 합계(섹션 1)    $   

 나는 총회 현장에서 촬영된 내 사진과 동영상 녹화분이 마케팅용에 한해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나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번 총회에서 SIA 측이 내 참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표시하세요. 
 처음 참가하는 소롭티미스트 총회이다.    
 통역 기기가 필요하다. (참가등록자 및 게스트) 
 나이가 아직 40대 미만이다. 
 총회조직위원회에 참여해 봉사하고 싶다. 
 
2. 식사: 식사 티켓 판매는 선착순으로, 총회 개회 전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식사 좌석을 확보하려면 지금 티켓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대표로서 식사에 참석하려면 티켓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식사 티켓에 대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티켓당 가격        X   티켓 수량   =       합계 
       우정 디너(Friendship Dinner), 7월 22일(수)  $ 110      _____             $   

제 46회 SIA 2년 주기 총회 참가등록 양식 
2020년 7월 22일~25일 미국 워싱턴 주 벨뷰 하얏트 리젠시 벨뷰 호텔  
(참가자 1명당 하나씩) 본 양식을 작성한 후 참가등록비 결제와 함께 이메일:  siahq@soroptimist.org 

또는 우편: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46th Biennial Convention 1709 Spruce Street, 

Philadelphia, PA 19103, USA 또는 팩스: (215) 893-5200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whats-new/46th-biennial-convention/index.html
mailto:siahq@soroptimist.org


       공로 감사 런치(Recognition Lunch), 7월 23일(목) $   70      _____             $   
       회원 활동 경험 런치(Membership Experience Lunch), 7월 24일(토)    $   70    _____             $   
       공로 감사 연회(Recognition Banquet), 7월 25일(토)   $ 120      _____  $   
            식대 합계(섹션 2)        $   
이 양식의 다음 페이지에 나온 메뉴 중에서 선택하세요. 
 
메뉴 선택: 참석하는 식사 자리마다 메인 디시 1개를 선택하세요.  
 
우정 디너(Friendship Dinner), 7월 22일(수) 
 오렌지와 바질 소스에 절여 구운 닭고기, 봄양파 치미추리 소스, 여름 애호박, 폴렌타, 적양파 피클 
 미소 소스에 절인 무지개송어, 야생 흑미, 어린 청경채, 폰즈 소스, 침깨, 파 
 베지테리언/비건 재료로도 대체 가능 
 
공로 감사 런치(Recognition Lunch), 7월 23일(목) 
 팬에 구운 닭고기, 봄완두콩 리조또, 살짝 태우듯 구운 미니 당근, 진한 닭육수, 천천히 익힌 방울토마토 (글루텐 무함유 
식단)  
 구운 마늘로 맛을 낸 오르조를 곁들인 북극 곤들매기 구이, 시금치, 토마토, 케이퍼 소스를 뿌린 아티초크 
 베지테리언/비건 재료로도 대체 가능 
 
회원 활동 경험: 위를 향한 여정 런치(Membership Experience: Our Journey Upward Lunch), 7월 24일(토) 
 로메인 상추, 구운 옥수수알, 검은콩, 다진 토마토, 코티야 치즈를 모두 넣고 칠리 라임 비니그레트 드레싱으로 버무린 
사우스웨스트 치킨 샐러드 
 로메인 상추, 빕 상추, 달걀, 토산품 살라미, 토종 토마토, 오레곤졸라 치즈, 차이브를 모두 넣고 아보카도 비니그레트 
드레싱으로 버무린 연어 코브 샐러드 
 베지테리언/비건 재료로도 대체 가능 
 
공로 감사 연회(Recognition Banquet), 7월 25일(토) 
 소고기 안심 구이, 저민 감자 그라탕, 브로콜리 구이, 레드와인 졸임 소스, 천천히 익힌 방울토마토 
 레몬과 타임에 절인 오라킹 연어, 갈릭버터 메시 포테이토, 아스파라거스 구이, 자몽 버터 소스, 레몬 잼 
 베지테리언/비건: 병아리콩 라구와 고수풀 페스토 소스를 곁들인 컬리플라워 스테이크 구이 
 
 
3. 옵션/초대 행사  

               티켓당 가격      X 티켓 수량   =       합계 
       애프터아워 소롭티미스트 스피키지 바, 7월 24일(캐시 바)            $ 30  _____   $   
       역대 총재단과의 조찬, 7월 25일 (초대받은 경우에만 참가 가능)        $ 60  _____   $   

(옵션 행사) 친목 행사 합계(섹션 3)      $   
 
     섹션 1, 2, 3 합계 금액(양식과 동봉)     $    
 

4. 특별 요청 특별 요청은 서면으로 반드시 2020년 5월 22일 금요일까지 접수되어야만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질병 등으로 인한 식이제한            
 
신체장애/기타               
 
 
5. 결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수표/머니오더(미국 달러만 가능) 
                   
신용카드 번호:     만료일:      

보안코드 3~4자리(Visa/MasterCard는 카드 뒷면, Amex는 카드 앞면에 위치):        

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 기재:          

카드회원 서명:              

사무국 작성란   날짜:     
 
금액:              

수표/머니오더:             

신용카드 승인번호          

신용카드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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