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중문자교류협회
(社)韩中文字交流协会

  주한중국대사관 초청 
한국우수청소년 중국 탐방 개요

1. 취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관을 넓히고 더 큰 인생의 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韓中 간의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중국대륙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본 연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탐방 지역: 베이징(北京), 칭하이(靑海)

3. 탐방 기간: 2019년 8월 12일(월) - 8월 18일(일)

4. 탐방 비용: 장학 지원
             
5. 장학 지원 내용: 왕복 국제 항공료, 중국 체류 기간 내의 숙식 및 교통비, 비자 신청비

6. 일정 개요
  -주한중국대사관 방문, 대사 축사 및 발대식
  -중국 외교부, 칭하이성 외사부 견학 및 세미나
  -베이징 및 칭하이 고적 탐방

7. 집결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12일 주한중국대사관(서울시 명동 소재) 

8. 신청 서류: 신청서 1부, 여권 사본 1부, 사진 1장, HNK자격증 복사본
   
9. 신청 기한 및 방식
  1) 신청 기한: 2019년 6월 27일 오후 5시
  2) 신청 방식: 이메일 접수(hskhnk@naver.com으로 송부)
 
10. 기타 상세 일정은 선발 후 개별 연락드리며,
    문의 사항은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 02-837-964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이사장 김옥현 



(사)한중문자교류협회
(社)韩中文字交流协会

(社)韩中文字交流会选拔
驻韩中国大使管邀请韩国优秀青少年中国访问申请表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한국 우수청소년 중국대사관 초청
중국 탐방 신청서

이 름
(姓名)

한글(韩文)

사진
(照片)
3*5

중문(中文)

영문명(英文名)

성별
(性别) □남(男) □여(女) 국 적

(国籍)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出生日期)

여권 번호
(护照号码)

여권유효기간
(护照有效期)

출생지
(出生地)

학교명/학년
(校名/年级)

중국어 수준
(汉语水平)

연락처
(联系电话)

보호자 연락처
(紧急联系电话)

Email
(电子邮箱)

우편수령 주소
(邮寄地址)

본인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本人愿意申请此项目。

                            신청인 :               서명 :                   (인)

                            (姓名)                 (申请人签字)

학부모(보호자) 동의 서명
监护人同意

신청인의 보호자로써 위 학생의 한국 우수청소년 중국대사관 초청
중국탐방 참여에 동의합니다.

我同意上述的人参与韩国优秀青少年中国访问项目。

                  보호자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서명 :              (인)
                   (监护人姓名)                     (关系)               (签字)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중국탐방 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진 등 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보호자 : 성명, 연락처 등 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1년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중국탐방 장학사업 신청과 서비스 이용 불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중국탐방 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중국탐방 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 ①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한중문자교류협회 선발 중국탐방 장학사업 신청과 서비스 이용 불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사)한중문자교류협회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