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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내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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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를 붙이지 말고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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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 2회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

편지 쓰는 방법

* 6월 8일까지 도착해야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당선 발표: 6월 27일 구몬학습 홈페이지 

정성스러운 손 글씨로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쓰세요.

접수 신청서에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지정된 봉투에 편지와 접수 신청서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요금 회사 부담) 

Step 1.

Step 2. 

Step 3.

제목 작성일   2018년             월             일





접 수 신 청 서
유의사항

•아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셔야 접수 신청이 됩니다.

•접수된 편지는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7월 중 전달 예정)

•당선작은 구몬학습 홈페이지 및 홍보 채널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창작이 아닌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 및 부상이 회수됩니다.

회원 이름
(학습자)

학부모 이름
(계약자명)

회원 소속 지국(지소) 학부모 휴대폰

담당 선생님 선생님 사번

안내 사항

• ㈜교원구몬은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 편지쓰기 공모전 접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31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꼭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같이 작성하세요.

교원그룹은 아이들이 밝고, 올바르게, 어울려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대상의 [인성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은 1948년부터 어린이 복지 향상에 힘써온                             과 함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1. 목적: 공모전 운영 및 당선자 선정

2. 항목: 회원 이름, 학부모 이름, 회원 소속, 학부모 휴대폰, 담당 선생님, 선생님 사번

3. 보유 이용 기간: 응모 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공모전 응모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1. 제공받는 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3. 제공 항목: 회원 이름, 학부모 이름, 학부모 휴대폰, 담당 선생님

2. 제공 목적: 상장 및 부상 지급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 응모일로부터 1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공모전 응모 및 부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이 름:                                               (서명)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