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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7 월 4 일부터 14 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에서 제 12 회 월드 콰이어 게임이 열릴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이벤트 패키지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I 

강릉시 및 주변 지역 대학 기숙사 
공용 욕실 

1 인당  더블룸 (2 인 1실) 싱글룸 (1인 1실) 

3 페이지의 모든 혜택이 포함된  

4 박 이벤트 패키지 
344€ 392€ 

조식 포함 추가 1박 43€ 55€ 

 
 
이코노미 클래스  II 

강릉시 및 주변 지역 대학 기숙사, 호스텔, ★★ 호텔 
대부분 공용 욕실 

 1 인당  더블룸 (2 인 1실) 싱글룸 (1인 1실) 

3 페이지의 모든 혜택이 포함된  

4 박 이벤트 패키지 
376€ 424€ 

조식 포함 추가 1박 52€ 64€ 

 
 

Standard Class 

강릉 주변 지역의 ★★★ 호텔 

 1 인당  더블룸 (2 인 1실) 싱글룸 (1인 1실) 

3 페이지의 모든 혜택이 포함된  

4 박 이벤트 패키지 
428€ 556€ 

조식 포함 추가 1박 66€ 97€ 

 
  



 

 

EVENT PACKAGE 
of M&C Music Contact 
 
Official partner and authorized agency  
of INTERKULTUR 

 

LP2 

 
First Class 

강릉 주변 지역의 ★★★★ 호텔 

1 인당 더블룸 (2 인 1실) 싱글룸 (1인 1실) 

3 페이지의 모든 혜택이 포함된  

4 박 이벤트 패키지 
564€ 668€ 

조식 포함 추가 1박 99€ 124€ 

 
 

* 이벤트 패키지에는 공항 교통편, 케이터링 서비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3페이지). 단,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패키지 가격은 인하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고 등록이 접수될 경우, 스탠다드 클래스의 더블룸을 기준으로 계약금 청구서가 작성되어 

발송됩니다. 
 

선택하신 숙박 유형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합창단 등록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EVENT PACKAGE 
of M&C Music Contact 
 
Official partner and authorized agency  
of INTERKULTUR 

 

LP2 

이벤트 패키지 혜택 (4 박) 
 
공연 및 경연 대회 : 

• 선택한 카테고리 대회 출전 및 부대 행사 참가 

• 예정된 무대 리허설 

• “가능한 경우” 추가 리허설 공간 배치 

• 타합창단과 함께 하는 우정 콘서트 참가 

• 심사위원단의 공식 평가서 무료 사본 (합창단 별 1 개) 

• 대회 결과에 따라 향후 INTERKULTUR 이벤트에서 적용될 합창단 자격 인증서 

(예: 월드 콰이어 게임 챔피언 대회) 

• 공식 프로그램 북 무료 사본 (10 인당 1 부) 

숙박 및 서비스 : 

• 요청한 호텔 카테고리에서 4 박 (최소 체류 기간) 

• 조식 4 회 

• 케이터링 센터에서 식사 4 회 (점심 또는 저녁 식사, 개별 합창단 일일 일정에 따라 차이 있음) 

• 인천 국제 공항 (ICN) 도착 및 출발 교통편 – 단체 이동 시에만 제공 (개인용 불가) 

• 예정된 행사장까지 이동 가능한 지정 대중 교통 패스 

• INTERKULTUR 본사 및 현지 팀의 현장 지원 

• 공연에 대한 전문적 지원 

• 합창단의 개별 일정 준비 

• 참고: 관광 / 견학은 패키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공식 행사 입장: 

• 경연 및 우정 콘서트 – 좌석이 있는 경우 

• 개회식 또는 폐회식 – 좌석이 있는 경우 

• 시상식 
 

전반, 후반 두 이벤트에 모두 참가하는 합창단은 파트별로 이벤트 패키지를 따로따로 예약 하셔야 합니다. 
 
이용 약관 

참가 신청서와 등록비가 접수되면 M & C Music Contact GmbH 에서 계약금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참가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조정될 때마다 새로운 청구서가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최종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계약금이 우선 지불된 후에 

호텔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잔액 청구서에는 결제 금액과 미결제 잔액이 표시됩니다. 추가 서비스가 포함 된 이벤트 패키지의 전액 결제는 2022 년 5 월 13 일까지 

마감됩니다. M & C 는 전액 결제를 받는 즉시 귀하의 호텔을 확정 예약합니다. 
 

전액을 지불한 합창단은 행사 1 개월 전에 일정과 여행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숙박기간 중 이벤트 패키지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행사 종료 약 4 주 후에 최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취소 조건: 

예약 취소 또는 부분 변경은 M & C Music Contact GmbH 에 서면으로만 접수됩니다. 변경에는 3 영업 일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계약금 청구서에 동봉 된 M & C Music Contact GmbH 일반 여행 약관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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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 버드 등록 
 

참가(등록) 서류 함께 조기 등록비를 2021 년 9 월 22 일까지 납부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정보”에 기재된 등록비 감면 

  무료 참가자: 35 명의 참가자가 등록 할 때마다 더블룸 이벤트 패키지 1 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할인 지불 조건: 
 

옵션 # 1:      계약금 청구서가 2021 년 11 월 15 일까지 지불되고 두 번째 (잔액)청구서가 2022 년 3 월 10 일까지 

                      전액 지불될 경우 최종 청구서의 이벤트 패키지*에 대한 3 %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 # 2:      2021 년 11 월 15 일까지 전액 결제가 완료되면 이벤트 패키지* 에 대해 5 %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리 버드 할인은 4 박 이벤트 패키지부터 만 적용됩니다 (교통, 여행, 추가 숙박, 추가 식사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2021 년 9 월 22 일 이후에 추가 된 인원은 얼리 버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ternational M & C Music Contact Team 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강릉에서 열리는 제 12 회 월드 콰이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incerely, 
 

 
 
Stefan Bohländer,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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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7 월 4 일부터 14 일까지 제 12 회 월드 콰이어 게임이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게 됩니다. 본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합창단을 만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합창 경연뿐만 

아니라 경연에 참가하지 않는 합창단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우정 콘서트, 개인 코칭 및 평가 공연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강원도 출신 합창단을 위해 특별하고 독점적인 제안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숙박이 포함 된 

이벤트 패키지를 구입하는 대신, 강원도의 합창단원, 지휘자 및 동반자께서는 다음의 비용 만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전 카테고리 및 부대 행사에 따른 합창단 단위 참가등록비, 그리고 파트별 개인 참가비  

(1인 1파트당 70유로). 

 
 

공식 행사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등)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합창단은 다음 날짜를 참고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I :   7 월 4 일 도착 (이른 오후) 

7 월 8 일 출발 (오후 / 저녁) 
 

파트 II :  7 월 10 일 도착 (이른 오후) 

7 월 14 일 (폐막 후 늦은 저녁) 또는 7 월 15 일 출발 (오전) 
 

합창단별 자세한 일정(세부 요일 및 시간)은 일반적으로 행사 1 개월 전에 제공됩니다. 이벤트 

일정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유감스럽게도 공연 시간에 대한 요청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드릴 수가 없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에이전시 M & C Music Contact 를 통해 숙박, 하프 보드(1 박+조식+1 식) 및 추가 서비스를 포함한 

이벤트 패키지 또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제공을 안내 받으시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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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경연 대회: 

• 선택한 카테고리 대회 출전 및 부대 행사 참가 

• 예정된 무대 리허설 

• “가능한 경우” 추가 리허설 공간 배치 

• 타합창단과 함께 하는 우정 콘서트 참가 

• 심사위원단의 공식 평가서 무료 사본 (합창단 별 1 개) 

• 대회 결과에 따라 향후 INTERKULTUR 이벤트에서 적용될 합창단 자격 인증서 

(예: 월드 콰이어 게임 챔피언 대회) 

• 공식 프로그램 북 무료 사본 (10 인당 1 부) 
 

서비스: 

• INTERKULTUR 본사 및 현지 팀의 현장 지원 

• 공연에 대한 전문적 지원 

• 합창단의 개별 일정 준비 
 

• 참고: 관광 / 견학은 패키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공식 행사 입장: 

• 경연 및 우정 콘서트 – 좌석이 있는 경우 

• 개회식 또는 폐회식 – 좌석이 있는 경우 

• 시상식 
 
International M & C Music Contact Team 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강릉에서 열리는 제 12 회 월드 콰이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incerely, 
 

 
 
Stefan Bohländer,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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