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13(목) ~ 15(토) / 인도네시아 발리 (Anvaya Hotel) 

대회 안내 홈페이지 : www.kcbmcasia.net 
 

등록신청안내 
 

▶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등록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시아총연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E-mail : kcbmcasia@naver.com  /  * 카톡ID : 21jigoo , hjs0416 

 

▶ 등록신청서와 등록비 납부를 모두 해주셔야 등록접수가 완료됩니다. 

▶ 등록접수가 완료된 분에 한해 객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등록 마감은 2019년 11월 30일(토)까지 입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대회장 입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등록비 

할인요금 (2019년 11월 30일까지) - 개인 $350  / 부부동반  $680   

취소수수료 $100/1인당 

정상요금 (2020년 01월 01일~대회당일) - 개인 $380  / 부부동반  $740 

호텔 1박(2인1실) 추가 시 비용 $100/일 

자녀등록 

만2세 이상 ~ 초등학생 - $100(객실 추가시 별도 2박 $100)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 1인당 $200 (객실포함) 

대학청년비전 - 1인당 $200 (객실포함) 

취소료 

*예약 확정 진행 후 취소나 변경의 경우 수수료 발생합니다 

- 당일 일전 변경등으로 인한 환불 불가 

 

취소료를 제외한 잔금은 대회 결산이 끝난 후 환불해 드립니다. 

등록비 
납  부 

계좌 은행명/지점명 SWIFT BIC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화폐 

한화계좌 하나은행 
 502-910163-57507 권영호 KRW 

외환계좌 

KEB HANA BANK KOEXKRSE 539-910002-69038 KWON YEONGHO USD 

 KEB HANA BANK 주소 : 35, EULJI-RO, JUNG-GU, SEOUL, KOREA 

  

제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 등록신청 안내 



 
 

 

 

 

▶ 대회등록자와 등록비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입금자명을 꼭 표기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 자녀 등록의 경우 배드 및 방 추가 여부를 기재하여 주세요. 

 

입금일  입금자명  입금화폐  

입금액  입금계좌  

국  가  지회명  

성  명 (한글)                               (영문) 

연락처(C.P)  e-mail  

셔츠사이즈 XXL XL L M S 여권 만료기간  

배우자 

(동반자녀) 

한글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비고(관계/자녀연령) 

    

    

    

도착일 출발일 

항공편 No.  항공편 No.  

일시 및 시간  일시 및 시간  

신청자 성명  신청인원  

 내    용 비용(인) 

신청 (    ) 

발리 핵심 여행지 1박2일 

 :  GWK관광, 울루와뚜 사원, 께짝댄스,잠바란(Sea Food),  

울룬다누 힌두 사원, 따나롯 

$190 / 자녀 $160 

신청 (    ) 

래프팅과 함께하는 발리 알짜 2박3일 

 :  GWK관광, 울루와뚜 사원,께짝댄스, 래프팅,  잠바란(Sea Food),  

우붓 원숭이 숲 관광, TIRTA EMFUL TEMPLE 힌두사원, 따나롯 

$350 / 자녀 $250 

신청 (    ) 

자연속에서 감성과 낭만을 느끼고, Activity가 있는 발리 3박4일 

:  GWK관광, 울루와뚜 사원,께짝댄스, 래프팅,  잠바란(Sea Food),  

우붓 원숭이 숲 관광, TIRTA EMFUL TEMPLE 힌두사원, 따나롯, 

자유쇼핑 

$450 / 자녀 $320 

신청 (    ) 골프투어 1박2일 가격미정 

제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 등록신청서 

대회 후 비전트립 신청 (신청하는 곳에 V 체크) 

 

 



 

 
 

 
 

◎ 대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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