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패키지(6 박 7 일) 
( In CNY ¥ with 10% off ) The 3

rd
 Hong K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ug 21-27) YMCA Accommodation form 

Room type(객실종류) With air condition, TV, No WIFI provided (에어컨, TV 포함, WIfi 불포함) 

Option 

옵션 

(A) 16 person/4 rooms (B) 8 person/4 rooms 

 

(C) 6 person /room 

 

(D) 6 person / 2 rooms 

 

(E) 4 people /room 

 

Facilities 

시설 

 2 bunk beds in each room 

(각 방에 2 개의 2 층침대) 

 1 bathroom with 3 toilets and 

shower. 

(3 개의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1개) 

 1 living room and kitchen 

(1 개의 거실과 주방) 

 2 single beds in each room 

(각 방에 2 개의 싱글침대) 

 1 bathroom with 2 toilets and 

shower. 

(2 개의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1 개) 

 1 living room and kitchen 

(1 개의 거실과 주방) 

 3 bunk beds in each room 

(각 방에 3 개의 2 층침대) 

 1 bathroom with toilet and 

shower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1 개) 

 1 bunk beds and 1 single bed 

in each room 

(각 방에 1 개의 2 층침대와 

1 개의 싱글침대) 

 1 bathroom with toilet and 

shower.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1 개) 

 1 living room and kitchen 

(1 개의 거실과 주방) 

 2 bunk beds in each room 

(각 방에 2개의 2층침대) 

 1 bathroom with toilet and 

shower.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1 개) 

 1 living room and kitchen 

(1 개의 거실과 주방) 

Prices in 

CNY 

¥3000  

(1인 ¥2700)x ____(each) 
마감 

¥2900  

(1인 ¥2610)x____(each) 

¥3630  

(1인 ¥3267)x____(each) 

¥3830  

(1인 ¥3450)x____(each) 

Total ¥ ¥ ¥ ¥ ¥ 

Package included (패키지 포함내역) 

1. 21/8 Opening Gala ticket  

(오프닝 갈라 티켓) 

2. 26/8 Winner concert ticket  

우승자 콘서트 티켓 

3. Breakfast (22 /8– 27 /8) 

Lunch   (22 /8 – 26 /8) 

Dinner   (21 /8– 25 /8) 

(26 일 저녁제공없음) 

4. 홍콩공항 셔틀버스 서비스 

(8/21 도착, 8/27 출발) 

지원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게스트목록 휴대폰번호 비고 도장 / 서명 

 

 

 

1   

2   

3   

4   

Terms & Conditions(이용약관): 

1. All accommodation fee must be submitted to the district organizer.  

(모든 숙박요금은 지역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Fixed accommodation schedule : August 21 – 27, 6 nights 7 days. Limited rooms, first come first serve.  

(고정 숙박 일정 : 8월 21일에서 27일까지, 6 박 7일. 객실은 제한적이므로 선착순입니다.) 

3. The Masterclasses, Maestro concerts, Student concerts and all campus facilities are prior to participant. First come first serve.  

(마스터 클래스, 마에스트로 콘서트, 학생 콘서트와 모든 캠퍼스 시설은 참가자 우선입니다. 선착순입니다. 

4. Accommodation fee should be paid if children age under 3 or below. 

(아이들은 아래 3 세 이하의 경우 숙박 요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5. Final round competition fee and certificate application fee are not included.  

(최종 라운드 대회 수수료 및 인증서 신청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No refund for late check in or early check out.  

(늦은 체크 또는 조기 체크 아웃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7. Accommodation check out MUST be on 27/8.  

(호텔 체크 아웃은 8월 27일이어야합니다) 

8. All right reserved by the organizer.  

(모든 권한은 주최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9. Check in time: 4 p.m. on Aug 21 (Please arrive to the campus from 2 p.m. to 6 p.m. on Aug 21 and provide the flight schedule to the organizer) 

(체크인 시간: 8월 21일 4시(8월 2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에 캠퍼스에 도착바랍니다. 또한 주최자에게 비행 일정을 제공바랍니다.) 

10. Check out time: 1 p.m. on Aug 27 (Please return the room keys from 11 a.m. to 1 p.m. on Aug 27) 

(체크아웃 시간: 8월 27일 오후 1시(8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키를 반납바랍니다.) 

11. Hong Kong Airport shuttle bus service will only be provided on Aug 21 and Aug 27.  



(홍콩공항 셔틀버스는 8월 21일과 27일에만 제공됩니다.) 

12. All the prices are calculated in US dollar.  

(모든 가격은 US달러로 계산됩니다.) 

13. Application deadline: July 20, 2016 

(지원기한: 2016년 7월 20일까지) 

 

Bank information (Korea Office) :  District Organizer of Korea:   Competition Committee:   

Bank Name(은행명):  

Account No(계좌번호):  

Account Name(계좌명):  

 

VidaM Entertainment co.,LTD 

Address: B1 #1481-11 SeoChoGu SeoCho3Dong, Seoul 

Korea 

Tel: +82 70 7163 2211        

Email : hkimf@vidammusic.com   

Hong K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ommittee 

Address: 10/f Wah Fat Industrial Building, 10-14 Kung Yip 

Street Kwai Chung, NT, Hong Kong  

Tel: 852 – 2117 1726    Fax : 852 – 2416 8620    

Email : hkimf@hkmusic.hk  Contact person: John C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