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나탄 초단기 연수 참가 동의서 

참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MOBILE  비상연락망(관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E-MAIL  

주소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참가자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차이나탄 초단기 연수의 참가자 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참가자 의무 

-참가자는 여권의 유효기관 및 비자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홈페이지, 동의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공지 된 사항을 성실히 확인합니다.  

-본인이 허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프로그램 숙지 

-초단기 연수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중국어 실력을 높이고, 중국 문화 체험을 위

한 참가자가 모여 공동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

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및 도난 등의 사고는 여행자보험 약관과 절차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참가자는 ‘차이나탄 초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일정, 진행 목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발일 지연도착, 불참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울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사전에 제시된 취소료를 지

불해야 합니다. 

-현지 상황 등에 의하여 일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션수행, 현지교통수단이용, 단체활동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담당자의 조언 및 지도에 따르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4. 숙소 

- 참가자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머물게 될 숙소의 명칭,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숙소는 2인1실을 기본으로 배정받으며, 1인실 사용을 원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역과 불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포함 내역에 대해서는 참가자 본

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6. 취소료 규정 

-참가자는 안내된 취소료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10일전까지 통보시: 총 참가비의 15% 배상 

-출발 8일전까지 통보시: 총 참가비의 20% 배상 

-출발 1일전까지 통보시: 총 참가비의 30% 배상 

-출발 당일 통보시: 총 참가비의 50% 배상  

-일부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텔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이름:                   (인)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