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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2020 Registration Form 

아래 양식을 컴퓨터에서 영어로 작성해주세요. 작성 후 프린트하셔서 사인하신 후 스캔하여 camp-pulse@alphaeducation.org 로 

이메일 하시거나 1-866-248-5290 로 팩스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0년 5월 31일입니다.

지원자 정보  

성명 (여권 동일 성명, 영문으로 기재) 

영어 이름  (없을시엔 미기재)     성별     남자    여자 

출생 국가  출생일                  년           월       일 

이메일주소  여권번호

티셔츠 사이즈        XS             S         M  L    XL (웹사이트에 기재된 사이즈챠트를 참조하세요)

언어 능력 및 배경 

모국어 영어 공부한 기간 

영어 능력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  

아래 질문에 영어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Tell us why you wish to attend P.U.L.S.E. What do you most look forward to and what do you hope to achieve?

2. Explain what matters most in your life now. Why is it important to you?

2. Explain what matters most in your life now. Why is it important to you?

mailto:camp-pulse@alphaeduc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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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건강 및 의료 정보 

본인은 현재 건강하며 P.U.L.S.E 관련 모든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Yes   No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Yes   No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Yes    No   
If yes, please specify.  

음식 복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 채식주의 포함)?  Yes   No  
If yes, please specify.  

건강에 관련된 다른 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If yes, please specify.  

3. In 250 words or less, describe what social justice means to you. If you are unsure, describe what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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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없을시엔 미기재)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거주지 주소 (위와 동일시 미기재) 

 국가  우편 번호

토론토 연락처 (없을시엔 미기재) 

* 아래 사람은 부모(법적대리인)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기재해 주십시오.

성명 관계  

집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없을시엔 미기재)

위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거짓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부모 / 후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부모 / 법적 후견인 정보 (비상 연락처 1)  

성명        

출생일         년           월           일 관계 

집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없을시엔 미기재)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거주지 주소 

       국가  우편 번호 

부모 / 법적 후견인 정보 (비상 연락처 2) 

성명 

출생일     년           월           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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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동의 및 계약서 

캠프 지원자 성명     출생일 년          월    일 

주소 

국가             우편번호     전화번호 

부모/후견인 동의 및 계약서 본인은 위에 기재된 참가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위의 학생이 7/26/2020에서 8/9/2020 까지 진행되는 

ALPHA Education, Program for Understanding Leadership, Self-Empowerment and Exchange (P.U.L.S.E.)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은 

http://www.camp-pulse.com/payment  에 나와있는 지불과 환불 정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5/31/2019 까지 프로그램 

전액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을경우 위 참가자의 등록이 취소될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니셜 서명 

본인은 위 참가자가 캐나다 Ontario 주 안에 지정된 모든 견학 여행 그리고 Gatinau, Quebec 과 Ottawa 여행에 참여하는것을 허락하는 바 

입니다.  

본인은 P.U.L.S.E.에서 진행되는 실내 그리고 실외 활동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진행중 

참가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사고 (예: 부상, 장애, 사망)는 본 동의자가 책임을 지을것이며 P.U.L.S.E./ALPHA Education 의 모든 

관계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에 일절 동의합니다. 참가학생의 무단 출가로 발생되는 사고 또한 본 동의자의 책임임을 

인식하며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니셜 서명 

위 참가자가 의료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 할 경우에 P.U.L.S.E./ALPHA Education 담당 선생님들이나 스테프들이 신속히 가능한 

의료 치료에 동의할 것을 허락하고 관련된 의료치료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들과 스테프에게 물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의료 

치료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프로그램 참여일 전, P.U.L.S.E./ALPHA Education 에게 참가자의 여행과 의료 보험 

복사본을 제출 할것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이니셜 서명 

보도 자료 동의 캠프 과정 중 ALPHA Education 관계자들이나  ALPHA Education의 허락을 받은 외부 기관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참가자의 후기 들은 추후에 P.U.L.S.E를 알리는 홍보물이나 ALPHA Education의 웹싸이트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용도로사용되는것을 허락합니다.                  이니셜 서명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은 본인이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은 본인의 자녀나 보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서약하는 바 입니다. 본 계약은 Ontario 주의 법에 적용되며 어떠한 문제 발생 시 본 계약서상의 당사자들은 Ontario 

주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에 동의합니다.                   이니셜 서명 

본 동의 및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본인은 상기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선언하고, 위에 나와있는 모든 정책, 기간 및 조건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합니다.  

부모 / 후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주소

관계  

http://www.camp-pulse.com/%23!payment/vcssy
Workstation
Cross-Out

Workstation
Cross-Out



P.U.L.S.E. 2020 | www.camp-pulse.com 5 

등록비 

다음중 지원자의 등록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조기 등록*: $3,700 CAD

*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신청비 ($200) 와 입학비 ($3,500) 지불완료시 해당

2. 정규 등록*: $3,900 CAD

* 2020 년 6 월 1일까지 신청비 ($200) 와 입학비 ($3,700) 지불 요망

3. 단체 등록 (2 명 이상)*:  $3,700 CAD

타 지원자(들) 성명:

* 단체 등록은 위에 기제된 모든 지원자들로부터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신청비($200)와 입학비($3,500) 지불시에

완료됩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각각 본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제 방법 

신청비 $200CAD 을 온라인에서 결제하셨습까?       예           아니오 

‘아니오’면 http://www.camp-pulse.com/payment 에서 결제 해 주세요. 신청비 지불 후 캠프신청이 완료됩니다.  

입학비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정규/단체 등록은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조기 등록은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은행어음 / 우편환 

전자 은행 이체  Account Name:   ALPHA Education 
Account No.        1009125
Swift Code           ROYCCAT2
Bank No.        003
Transit No.          00610
Bank Address:     ROYAL BANK OF CANADA

  801 YORK MILLS ROAD
  NORTH YORK
  0N CANADA M3B 1X7

Payable to:         ALPHA Education 
Mail to:               P.U.L.S.E., ALPHA Education 

 1775 Lawrence Ave E 
 Scarborough, Ontario, CANADA M1R 2X7

http://www.camp-pulse.com/%23!payment/vc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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