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코넬-연세 온라인 리더십 캠프 

캠프기간 

파트 1 Intermediate Course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8월 7일(금) 

파트 2 Advanced Course 

2020년 8월 10일(월) ~ 2020년 8월 14일(금) 

캠프신청기간 2020년 6월 27일(토) ~ 2020년 7월 17일(금) 23:59pm 

참가비 납부기간 2020년 7월 18일(토) ~ 2020년 7월 21일(화) 23:59pm 

참가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비대면 온라인 (ZOOM) 

신청방법 

1. 참가 지원서 작성 

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 

 

2. 1분 자기소개 영상 접수 

1) 영상 촬영 후 YouTube에 영상 미등록으로 업로드 

2) 해당 영상 링크를 접수확인 메일에 첨부 후 답장 

3) 영상제목 : 파트#_학생이름_#학년_1분자기소개영상 

4) 이메일 접수 기한 : 2020년 7월 18일(토) 12:00pm 까지 

5) 1분 자기소개 영상까지 접수해야 캠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위 기간 내 영상 미접수시 미선발 처리 

 

3. 참가비 납부 

1) 납부 기간 : 2020년 7월 18일(토) ~ 2020년 7월 21일(화) 23:59pm 까지 

2) 1분 자기소개 영상 접수 후 개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캠프 신청완료 및 입금계좌가 

공지됩니다. 

3) 참가비는 참가학생 이름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캠프 비용은 일시납이며,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5) 참가비가 납부 후 접수완료가 됩니다. 

* 위 기간 내 미입금시 미선발 처리 

 

4. 참가 대기자 

1) 정원 초과 이후 접수자들은 대기자로 접수가 됩니다. 

2) 대기자들에게는 대기자로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3) 대기자들 또한 2020년 7월 18일(토) 12:00pm 까지 영상을 접수해야 신청완료가 됩

니다. 

4) 대기자들은 기존 신청완료자들이 미선발 처리될 시 순번대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5) 대기자들은 메일 도착 이후 24시간 내로 입금 해야합니다. 

6) 대기자들은 기존 참가자들과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캠프 참가비용 각 600,000원 / 파트 1, 2 모두 수강시 100만원 

http://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


환불기준 

Part 1 Intermediate Course 

환불 메일 발송일 기준 반환금액 

2020.07.24(금) 12:00pm까지 납부한 참가비용 전액 

2020.08.02(일) 12:00pm까지 접수비 5만원을 제외한 55만원 

캠프 개강일 08.03(월) 이후 반환 불가 

 

Part 2 Advanced Course 

환불 메일 발송일 기준 반환금액 

2020.07.31(금)까지 12:00pm까지 납부한 참가비용 전액 

2020.08.09(일)까지 12:00pm까지 접수비를 5만원을 제외한 55만원 

캠프 개강일 08.10(월) 이후 환불 불가. 

 

-Part 1, Part 2 모두 수강하는 경우 각 파트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측정 

장학생 신청 
서대문구 소재 중고등학생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dm.go.kr/ 

문의사항 
이메일 : cornellyonseidebate@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코넬연세 영어토론 

 

https://www.sd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