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전화 FAX

E-mail

차종

〒

차량 넘버

예）なにわ500　あ12-34

　　　　　　　　　　　　　명그룹 인원수

잔르 　　　　　　　　　　　　　

사용기재

예）전자기타 3개    앰프 2개    마이크 2개

★ 반입・반출차량증 발행 신청<반입・반출 차량증을 발행하겠습니다>

예）토요타 가로라

★ 신청기간　2019년 9월 30일 필착

무대 출연 희망자가 많은 경우 유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가, 불가 결과는 10월 4일 에 신청자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

겠습니다.

송신자명：　　　　　　　　　　　　　　　　　　　TEL:

2019　국제협력의 날 무대 출연 신청용지

출연 그룹명

책임자명

（당일 출석하시는 분）

INTERNATIONAL DAY 준비회 앞

〒540-0004　大阪市中央区玉造2-24-22

TEL 06-6942-1784  FAX 06-6920-2203

Email  sinapis@osaka.catholic.jp

　!　주의사항

・출연시간은 1그룹당 약8분 입니다.

・우천시 스테이지에 텐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사용하는 물건<악기/코드/마

이크등>을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요.

・카세트 등은 각자 준비해 주십시요. 믹서는 주최측에서 설치해 두겠습

니다.

・앰프는 각자 준비해주십시오. 우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송신일：　　                                                                FAX:

당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반입・반출 차량증

우송처

〒

주차장 희망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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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

5. 앰프는 각자 준비해주십시오. 우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출연 희망자가 많은 경우 유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비가 올 경우에도 출점, 무대 장소는 대성당의 구내 주차장에서 실시합니다. 우천시에도 무대에 텐트를 치고합

니다.

＊2. 당일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3. 부, 시, 구의 권고, 또는 교구의 판단에 따라 행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출점과 무대 신청 마감일은 10월 7일까지 입니다.

무대 출연 신청 안내

～교류회는 매년 국제적인 노래, 춤, 요리로 활력넘치는 분위기입니다.～

무대 출연 신청 안내

교구 본부 사무국

출점 무대 출점

     행사장(카테도라루 주차장)

4. 무대는 아래와 같이 성당을 향해 동쪽 교구 사무국 전에 설치합니다.

출연 시간은 1그룹당 8분입니다.

대성당

출점

출

점

출

점

다음 주의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표표시 란은 주의해 주세요.

★신청기간 2019년 9월 30일 필착

출점수가많은경우유선으로결정하겠습니다. 참가, 불가결과는 10월 4일 에신청자집으로

우편으로보내겠습니다. 



주소

전화 FAX

E-mail

차종

송신일 ：　　                                                                FAX:

반입・반출 차량증

우송처

〒

★ 신청기간　2019년 9월  30일（월）필착

출점수가 많은 경우 유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가, 불가 결과는 10월 4일(금)에 신청자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송신자명：　　　　　　　　　　　　　　　　　　　TEL:

예）토요타 가로라

차량 넘버

예）なにわ500　あ12-34

신청자 이름
당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예) 부침개100장/맥주100개

지참물

예) 휴대용 끈로/나무젓가락/종이접시/쓰레기봉투<45ℓ  10장>

휴대용 LPG가스<필요한 분만 기입>

★ 반입・반출 차량증 발행 신청<반입・반출 차량증을 발행하겠습니다>

판매품명 및 수량

소속/그룹명

출점 책임자 이름

〒

2019　국제협력의 날 출점 신청용지

INTERNATIONAL DAY  준비회  앞 ! 주의사항

・당일, 출점료 3.000엔을 본부에 지불 바랍니다.

・출점의 순이익이 나왔을 경우는 순이익의10%를 교류회의　운영비로

충당하겠으니,이해 부탁드립니다.

・각 점포에 테이블1개, 의자 2개만 설치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해 주시고,설치해 주십시요.

・전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물도 없습니다.)

・주차장 없습니다.

〒540-0004　大阪市中央区玉造2-24-22

TEL 06-6942-1784  FAX 06-6920-2203

Email  sinapis@osaka.catholic.jp

우편으로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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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쓸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하셔서 점포에 설치해 주세요.

(책상 앞에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행사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7. 위생에 주의해 주세요.

8. 부, 시, 구의 권고, 또는 교구의 판단에 따라 행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재해, 독감 등

9. 11시부터 대성당에서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미사가 끝날 때까지 음식 판매 등은 없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마감일은 점포 출점과 무대 출연 모두 까지 입니다.

1. 출점수가 많은 경우 유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2. 당일 교류회 시작 전에 본부에서 출점 비용 3,000엔, 또한 교류회 종료 후, 순이익의 10%를 커미션으로 본부

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3. 각 출점 점포에는 긴 책상 1개, 접이식 의자 2개를 제공합니다. 다른 필요 물품은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부스

공간은 대형 텐트 절반 가로 2.7×깊이 3.4)

4. 가스는 프로판 가스를 지참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전원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발전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점 신청 안내

～교류회는 매년 국제적인 노래, 춤, 요리로 활력넘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의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표표시 란은 주의해 주세요.

★신청기간 2019년 9월 30일（월）필착

출점수가많은경우유선으로결정하겠습니다. 참가, 불가

결과는 10월 4일(금)에신청자집으로우편으로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