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Fun

「 여 름 방 학 특 집 : 펀펀 여가문화 체험활동 」
FunFun

▶ 펀펀하고 슬기로운 방학 FLEX
◀
FLEX◀
오랜만에 무얼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내 맘대로 Choice !!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에 맞추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펀펀여가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하오니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회차별 프로그램 안내
일시

1회차 – 8월 22일(토) 13:00~15:00
FunFun

주제

2회차 - 8월 29일(토) 13:00~15:00
FunFun

펀펀3탄 - 과학원리로 아이스팩 만들기 펀펀4탄 - 피규어 모기퇴치 비누/캔들 만들기
아이스팩에도 과학이 있다고? 신기한 과학나라

여름 시러시러~ 예쁜 피규어와 함께 퇴치해요

8월 21일(금) 오전 10시 마감!

8월 28일(목) 오전 10시 마감!

(작품
예시)

신청마감
대

상

각 선착순 청소년 15명 (*1인 1신청서 접수 / 누락 없는 참가신청서 접수자에 한함)

신청서양식 ♠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다운

http://www.ansan1318.or.kr
★ 참가신청서 작성 → 2회 중 1차만 선택 → 신청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방법

* 유의 사항 : ① 팩스ㆍ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전화 신청 불가 ② 1인 1신청서 제출만 가능(선착순 서류접수)
③ 신청서 내용 일부 누락 시 최종 접수 불가 / 재작성 요망 필 ④ 2회차 중 1가지 선택 바람!

줌(ZOOM)클라우드 미팅스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주소

♠ Fax주소. 031) 485-1319
• 참 가 비: 전액 무료

/ ♠ e-mail주소. 1318tz1@hanmail.net

• 활동장소 및 문의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T e l. 031) 485-1318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6 차량등록사업소 3층)
※ 최종 참가가 확정 된 분들에게는 「코로나19 예방」관련 개인 방역 수칙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함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펀펀여가문화체험활동 참가신청서
NO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학교/학년)

참가 희망 회차

연 락 처

(참가희망만 회차나 주제 기입)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안내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수집·이용) 제1항 제1호,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 제1항
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1.9.30개정>

구분

근거조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정보 항목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귀 기

상세내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이메일, 활동사진 등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탈퇴 요청 시까지 유효
개인정보 보유
제15조 제2항 제3조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및 이용기간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정보제공 동의
￭정보
주체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제15조 제2항 제4조
거부하실 경우에는 신청불가
거부 권리
안산청소년문화의집(운영-안산YWCA)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보호자(지도자)의 동의하에 본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신청자명 :
보호자명 :

월

일
(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