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NG K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참가연수 제안서 
 

 

 

기간 : 2018년8월21일~2018년8월28일 

[7박8일 일정] 
 

 

 

 

 

 

 

 

 

 

 

 

 

 



 

안내사항 ⚫ 투어 신청시 안내 

- 상기 제안서는 대회 기간 전체를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개인별 일정 조정 가능] 

- 신청시 신청자[콩쿠르 참가자] 및 동행자 포함하여 신청 인원으로 신청 합니다. 

- 신청시 필요 사항 : 신청자 및 동행자 영문이름, 연습실 사용 유무, 연락처, 이메일주소 

신청자 동행자 

성명 영문 성명 영문 

    

연락처  

e-mail  

연습장 사용 유무 연습장 사용  

피아노 유무  

- 제안 일정 이외에 개별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 항공 or 호텔 문의만도 가능합니다. 

 

⚫ 연습장 사용 안내 [상품가에서 별도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 연습장 신청만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연습장 이용 예약은 참가 신청자들을 위하여 사용료만 받고 예약 대행을 해드립니다. 

- 연습장은 홍콩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천해드리는 호텔에서 도보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곳에 

위치합니다. 

- 연습장 사용 시간 및 날짜는 원하시는 날짜를 알려주신 뒤 신청들끼리 조율하여 조정하여 사용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연습장 사용 요금은 연습장 크기에 따라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요금이 틀려집니다. 

- 연습장 비용은 대략 1시간에 17,000~45,000 정도 합니다. 

- 신청 후 연습장 날짜별 시간별 연습장 비용 알려드리며, 신청 시간에 따라 비용 별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시 피아노 사용 여부를 알려주셔야 피아노 있는 방으로 배정해드립니다. 

 

⚫ 인솔자 동행 안내 

- 상기 스케쥴 16명 이상 출발 신청 시 인솔자 동행합니다. 

- 인솔자는 현지에서 연습장 사용 및 행사장 이동등에 도움을 드리는 도움이 적 역할을 합니다. 

- 인솔자 역할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도와 드리는 도움이 역

할을 합니다. 

 

문 의 처 

* ㈜여행담다 

* 담당자 : 박창숙 팀장  TEL.02-6334-7679 / FAX. 02-6008-7091  

           (storyeurope@naver.com  ) 

 

 

 

mailto:storyeurope@naver.com


홍콩 국제 콩쿠르 참가 7박8일[에어텔] 
 

 

상품가격 

성인 만 12세 미만 

\1,390,000 \1,320,000 

여행기간 2018.08.21~2018.08.28 

포함내역 

- 국제선 왕복 항공권, 유류 및 TAX 

- 호텔(2인 1실) 7박 및 조식 포함 

- 홍콩 공항 <-> 호텔간 왕복 서비스 

- 1억원 여행자 보험 

 

** 신청 인원 16명 이상일 경우 서울에서 인솔자 동행 

Day 투어 

♣ 1 Day tour  

★ 스탠리 마켓과 시내 관광 - 1인 [\ 120,000] –  A투어 [08/22] 

- 최소 10명 신청시 투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투어시간 : 10:00~20:00 

- 투어코스 : 리펄스베이, 스탠리 마켓, 소호거리, 미드레벨 에스케레이터, 빅토리아 산정 관광[픽트램편도] 

- 포함사항 : 중식(딤섬), 석식(현지식), 픽트램[편도], 가이드, 전용차량, TIP 

★ 옹핑 360 + 시내 + 야시장  - 1인[\160,000] – B투어[8/23] 

- 최소 10명 신청시 투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투어시간 : 10:00~21:00 

- 투어코스 : 침사츄이 시내 및 하버시티 자유시간, 옹핑빌리지 관광[스탠다드 케이블카 포함], 심포니 오브 

라이트, 몽콕 야시장 관광[2층버스+스타 페리]  

- 포함사항 :  중식(한식), 석식(북경식), 나이트투어[스타페리+2층버스+야시장], 옹핑 360[왕복 스탠다드 케

이블카], 가이드, 전용차량, TIP 

★ 디즈니랜드 투어 – 성인 \140,000 / 만3세~11세 \120,000 

-   최소 5명 이상 신청 시 투어 진행 가능합니다. 

-   포함사항 :  호텔 <-> 디즈니랜드 왕복 교통편, 디즈니랜드 1일 티켓 

불포함내역 

▶ 기타 개인 경비, 대중교통비, 중*석식, 관광지 입장료 

▶ 항공은 실시간 항공예약으로 좌석 상태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연습장 사용 비용[1시간 당 17,000~45,000원] –피아노 사용여부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데이투어 비용 

기타사항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3인실 투숙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요금은 탑승하시는 항공사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일이 그룹 출발이 어려운 관계로 개

별 항공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항공권은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요금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어는 예약 시점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요금 중 가장 저렴한 항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예약 시점

에 따라 항공 요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에서 항공 날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서울로 연락 주시면 항공 연장 및 호텔 예약을 도와 드립니다. 단. 

항공사의 변경 수수료 및 호텔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항공 좌석에 따라 항공료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

다. 

▶ 상기 항공권은 예약 신청 후 72시간 이내 항공권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취소규정 

* 항공권 발권  후 환불시 환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항공권 편도 사용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상기 항공권 날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사에서 정하는 취소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 예약취소의 경우, 기한에 따라 제정경제부 고시, 표준여행약관에 의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출발일로부터 20일전 :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일로부터 10일전 :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일로부터 8일전 :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일로부터 1일전 : 여행경비의 30% 

  - 여행 출발 당일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입금계좌 
* 예약 후 예약금 20%를 입금하셔야 하며, 잔금은 출발 일주일전까지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209628   예금주)㈜여행담다)  

 

날 짜 도 시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1일 

8/21 

인    천 

홍    콩 

 

KE613 

 

09:50 

12:50 

인천 국제공항 3층 항공사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인천 출발 / 홍콩 향발 

홍콩 도착 후 현지 기사 미팅 

전용차량으로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 인 

오후 자유 일정 

1. 연습장 이용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 추천일정 : 빅토리아 피크 [피크트램, 마담투소], 심포니 오브 라이트 등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2일 

8/22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 추천일정 

- 스탠리베이 & 스탠리 마켓,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타임스퀘어, IFC 몰, 

란콰이퐁 등 

 

** day 투어 신청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3일 

8/23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 추천일정 

- 마카오 당일 다녀오기[홍콩 페리 터미널에서 페리로 약 40분 정도 소요] 

세나도 광장, 성 바울 성당의 유적, 베네시안 리조트 등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4일 

8/24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 추천일정 

- 하버시티, 미라마 쇼핑몰, 헤리티지 1881, 스타의 거리, 몽콕 야시장 등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5일 

8/25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 추천일정 

- 디즈니 랜드 다녀오기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6일 

8/26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7일 

8/27 

홍    콩   조식 후 전일 자유 일정 

1. 전일 대회 참석 or 연습장 이용 

※ Wu Kwai Sha Youth Village 

※ 호텔 근처 연습장 이용 

2. 자유 관광 일정 

HOTEL : OZO WESLEY HONG KONG 

제8일 

8/28 

홍    콩 

 

인    천 

 

KE604 

 

12:15 

16:55 

조식 후 개별적으로 공항으로 이동  

홍콩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도착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예정 호텔 안내 

HOTEL OZO WESLEY HONG KONG 

안    내 

Wanchai의 중심부에 위치한 3성급 호텔로 여러 상업 및 문화지역과 인접해있다. 객실은 총 251개이고 비

즈니스센터와 미용실, 세탁시설, 환전소 등이 갖추어져 있고 1개의 레스토랑과 1개의 커피숍, 1개의 중식레

스토랑이 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체크아웃은 정오 12시까지 해야한다. 

위    치 

1. 홍콩역에서 MTR을 이용, Wanchai 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10분 

2. Wu Kwai Sha Youth Village  까지 버스 680, 681 이 이동가능하며,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3. MTR 로 MA ON SHAN STATION 까지 이동 가능하나 약 4번 갈아타고 이동해야 한다. 약 50분 소요 

부대시설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장애자용 시설, 세탁시설/서비스, 보모서비스, 포터서비스, 주차시설, 

룸서비스, 투어 서비스, 환전서비스, 바/라운지, 회의실, 짐보관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zohotels.com/wesley-hongkong/  

 

  

  

 

http://www.ozohotels.com/wesley-hong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