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활한 총회 준비를 위해 본 신청서 메일접수는 2월15일까지 hufsan2012@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일

  * 아래 칸에는 해당사항이나 선택사항을 O표 해주십시요

구분 구분

한글명 한글명

영문명 영문명

학번 학번 
학과 학과 

 * 영문명은 여권과 일치하게 적어주시고, 동반가족이 동문이 아니신 경우는 학번/학과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SHA PVG SHA PVG

T1 T2 T1 T2

요청 불필요

 * SHA : 홍차오국제공항, 호텔까지 차로 20분 내외,   PVG : 푸동국제공항, 호텔까지 차로 1시간 내외

 * 상해 도착 공항픽업은 터미널별로 호텔까지 무료 셔틀 운용 예정입니다 (셔틀 시간표 추후 통보)

 * 상해 출발은 개별 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특별차량대여가 필요하신 경우는 위 Transport란에 적어주십시요

PRICE 선택

Standard 1인1실 (1인 조식포함) U$130/박

Standard 2인1실 (2인 조식포함) U$130/박

Junior Suite 1인 1실 (1인 조식 포함) U$200/박

Junior Suite 2인 1실 (2인 조식 포함) U$200/박

요청사항 요청사항

임시정부, 신천지, 예원, 윤봉길기념관 요청 불필요

요청사항 요청사항

서호유람선, 육화탑, 송성가무쇼, 수향마을 황산옛거리, 광명정, 비례석,서해대협곡

 * 항주는 상해에서 차로 편도2시간 거리로,  남송시대 수도로 유명한 서호와 함께 여러 볼거리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로의 편안한
 여행이 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동양의 베니스라는 오진에 들러 수향마을의 고즈넉한 정취도 추억으로 담아오시게 됩니다.
 * 황산은 상해에서 차로 편도5시간반 거리로, 설명이 따로 필요없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러나 왕복12시간의 
  차량이동과 1~2시간의 케이블카 줄서기, 그리고 시차와 행사에 이은 피로감등을 감안하여 체력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분들에 
  한하여 추천 드립니다. 
 * 모든 투어경비는 대략의 가격이며, 참가인원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착 일자

항공편명

ARRIVAL TIME

공항

터미널

제3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총회 및 세계외대인축제 참가 신청서

상해 도착 내역 상해 출발 내역 

항공편명

출발 일자

소속동문회명 (국가 또는 지역) 

 * 제3회 해외동문연합회 총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동문님들을 환영합니다. 

 * 본 총회 참석전 참석후 경유하실 국가가 있으시다면 국명과 기간을 먼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경유국 : 사전경유국 : (시차 파악용)

본 인 동 반 가 족

DEPARTURE TIME

4/13일 Day 활동 신청 

공항픽업

Hongqiao           Jin 
Jiang Hotel         

(5성급 /               舊 
Sheraton)

Transport 

터미널

동숙자명 : 

공항

HOTEL 요청사항

동숙자명 :

재상해(화동)한국외대동문회

황산                       
(U$250) 

항주, 오진             
(U$200)

4/14~15일 (1박2일) 상해인근 투어 신청  (5성급 호텔) 

골프 (U$130)

클럽 렌탈 (U$30)
상해시내관광 

(U$70)



 * 추가 사항
1.  중국 비자 관련 사항
  * 이번 총회 행사 참가를 위하여 상하이만 다녀가실 경우는 중국 입국시 필요한 관광비자를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 여행사나 중국 대사관에 사전 문의하시어 단수 또는 복수 비자를 출국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한국이나 제3국가나 지역(홍콩, 마카오 포함) 을 경유후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여권(유효기일 3개월 이상) 과 다음 경유지향 좌석확약 항공권을 필수로 제시할 경우 비자없이 
    144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만, 출발 지역에 따라 적용이 상이할 수 있고 transit 무비자 입국시 
    입국심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가능한 안전하게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Transit 무비자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 여행사나 중국대사관에 자세히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