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 2020 경기도미술관 교육나눔 진로탐색프로그램 교육 신청서

2020 내가 만드는 전시 교육 신청서

신청자명 연락처  전  화:
 이메일:

학교명
활동지

수령희망일

학년(연령) 수업예정일

참여 인원          (남:    /여:     )
※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주소
(우편번호 :         )

신청
프로그램

2020 경기도미술관 교육나눔 

진로탐색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전시>

신청동기
※ 수업 예정일과 대상, 내용 등 자유롭게 기입해주세요.

이 자료는 향후 경기도미술관 교육자료 개발에 반영됩니다. 

신청경로

확인사항

위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미술관이 배포한 자료는 교수용 학습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

경기도미술관이 배포한 자료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거나 배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배포 자료 사용 후 교사·학생 설문지를 제출 할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
-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2020  .    .     .

                                 신청자 :                   (인)

  경기도미술관 관장 귀하

 
* 본 신청서를 이메일(edugmoma@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 항목 별 누락된 정보 없이 모두 작성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주관하는 <내가 만드는 전시> 교육 신청에 있

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〇 개인정보 활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경기문화재단 고객 서비스 정보 수집 및 활용 

〇 개인정보 활용 항목
 - 이름, 주소, 연령, 연락처, 소속 등 

〇 개인정보 활용 방법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 경기문화재단의 고객 서비스(만족도 활용 등) 이용시 사용 

2020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인/서명)

                                                     



[첨부3] 보안서약서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G뮤지엄스쿨’ 보안서약서 

       
본인은 경기도미술관 규정사항인 아래 항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G뮤지엄스쿨’ 영상을 재가

공하여 배포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제공하는 ‘G뮤지엄스쿨’ 영상 및 학습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배

포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기도미술관

학교명

                  

학교 작성자

학년 반 

        

학년       반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