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람회 신청서 ] 

신청절차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시 반드시 여권사본을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 

 (여권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필히 연장처리 요망) 

① [신청인] 본 신청서 작성후 FAX 또는 메일발송 

② [신청인] 담당직원을 통한 신청확인 

③ [당   사] 예약금 입금안내 및 취소규정안내 

④ [신청인] 신청금 납부 후 잔금은 출발일 기준 10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⑤ [당  사] 출발 3일전 확정일정 및 출발안내문 발송    

⑥ 출발 

 

1.동양국제관광㈜은 고객님의 항공권 예약,비자발급(비자 

필요국가) 및 여행자보험 가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여권 사본 및 개인 인적 사항은 상기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항공사/대사관/비자접수/보험사로 

필요정보 전달 후 모두 파기합니다.  

3.제공해주시는 정보 중 고객님의 연락처는 추후 동양국제관광 ㈜ 

에서 진행하는 관련 박람회 (팩스,문자,이메일)에 이용됩니다. 

4.고객님께서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당사를 이용한 항공권 예약, 비자발급(비자필요국가), 

여행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 

 

년      월      일   

  

          신청자:                             (인) 

 

*상기 동의서는 본인 사인 또는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여행경비 입금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번호 : 060-564060-01-007 

▶예금주 : 동양국제관광개발(주) 
 

예약금안내 : 중국/일본/동남아 : 예약금은 예약시 300,000 원 

              유럽/미주 : 예약금은 예약시 500,000 원 

취소에 따른 배상액 (일부행사는 관광표준약관이 적용) 

● 본행사는 항공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  

▪ 출발일로부터 30일전(~30)까지 취소 : 취소수수료 없음 

▪ 출발일로부터  20일전(29~20)까지 취소 : 총 경비의 10% 배상  

▪ 출발일로부터  10일전(19~10)까지 취소 : 총 경비의 20% 배상 

▪ 출발일로부터    8일전(9~8)까지 취소 : 총 경비의 30% 배상 

▪ 출발일로부터    1일전(7~1)까지 취소 : 총 경비의 40% 배상 

▪ 출발 당일 취소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담당자 일괄신청시 참관신청인(2)    *싱글룸 희망시 하단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회 사 명  참석자성명  

회사 TEL/FAX  
영문이름 

여권에 표기된 영문대로 
 

회사주소  성별 및 직위(타이틀) 성별 □女 □男  

부서  연락처(핸드폰번호)  

담당자 e-mail  참석자e-mail  

담당자명  특이사항  싱글룸 희망여부  

참관신청인(1)    *싱글룸 희망시 하단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참관신청인(3)    *싱글룸 희망시 하단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참석자성명  참석자성명  

영문이름 

여권에 표기된 영문대로 
 

영문이름 

여권에 표기된 영문대로 
 

성별 및 직위(타이틀) 성별 □女 □男  성별 및 직위(타이틀) 성별 □女 □男  

연락처(핸드폰번호)  연락처(핸드폰번호)  

참석자e-mail  참석자e-mail  

특이사항 기재요망  특이사항 기재요망  

 
 싱글룸 희망여부    싱글룸 희망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