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McCartney Hot Sound Package 를 구매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키지 구성
• ‘G1 2-10 열 ‘사이의 티켓 1 매 • 사전 리허설 관람 • 공연 전 케이터링

공식 머천다이즈 • 투어 기념 패스 • 패키지 관객 전담 진행 스탭
공연 일시:
2014 년 5 월 28 일(수)

공연 장소:
잠실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서울 송파구 잠실 1 동 10

입장 안내:
공연장에 도착하시면 매표소의 SOUND CHECK PACKAGE 창구에 오셔서 체크인(Check-in)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시간은 2:00PM-3:00PM 입니다. 늦은 입장은 불가하오니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은 VIP 패키지와
관련된 사전 리허설 관람, 공연 전 케이터링, 공식 머천다이즈 수령을 위함입니다. 구매하신 티켓은 SOUND CHECK PACKAGE
창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매자와 사전 리허설 참관 및 공연관람 관객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체크인 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연장 입장 후에는 외부 출입이 불가합니다.

공연장 내 유의사항:
오디오 및 비디오 촬영 금지: 사전 리허설 시작 후 15 분 간의 기본 사진 촬영만이 허용됩니다. 전문가용 카메라 또는
전문 렌즈 촬영은 금지되며, 컴팩트 카메라 촬영만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 금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영상 촬영은 금지됩니다. 촬영적발 시 진행 요원에 의해 기기 압수
및 촬영물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허설 중에는 문자 및 통화 등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앨범커버 등 아티스트 및 행사 관련 모든 수집품의 공연장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장 전 모든 관객의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의 사인 요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반 관객 입장:

5:00pm

공연 시작:

8:00pm

공연장 내 담당 스탭:

Anie

관객 분들의 즐겁고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다음의 다항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하신 패키지 물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늦은 입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장 시간에 맞춰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3.

패키지 담당 스탭은 개별적 보안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특정 관객 분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객 분들은 공연장 내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보안심사를 거칠 시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무기류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공연 당일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변경, 취소,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다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관객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njoy the show!
QUESTIONS	
  ?	
  
EMAIL:	
  SLOCUSTOMERSERVICE@SLOTIX.COMMON.	
  –	
  FRI.	
  •	
  9:00AM	
  TO	
  5:30PM,	
  PACIFIC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