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코넬-연세 온라인 디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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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 2020년 6월 27일(토) ~ 2020년 7월 17일(금) 11:59pm 

Late    : 2020년 7월 18일(토) ~ 2020년 7월 31일(금) 12:00pm 

참가비 납부기간 
Regular : 2020년 7월 20일(월) ~ 2020년 7월 22일(수) 11:59pm 

Late    : 2020년 7월 31일(금) 06:00pm  

참가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장소 비대면 온라인 (ZOOM) 

신청방법 

1. 참가 지원서 

코넬연세 캠프 메인 페이지 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  

코넬연세 캠프 지원서 작성 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registration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www.fli.yonsei.ac.kr/lec/lec25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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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r : 2020년 7월 18일(토) 12:00pm까지 

Late    : 2020년 7월 31일(금) 12:00pm까지  

5) 1분 자기소개 영상까지 접수해야 캠프 신청이 완료됩니다. 

* 위 기간 내 영상 미접수시 미선발 처리 

 

3. 참가비 납부 

1) 납부 기간 :  

Regular : 2020년 7월 20일(월) ~ 2020년 7월 23일(수) 11:59pm 까지 

Late    : 2020년 7월 31일(금) 0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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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금) 12:00pm 까지 영상을 접수해야 신청완료가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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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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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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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이메일 : cornellyonseidebate@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cornellyonsei, 코넬연세 영어토론 

 

 

 

 

 

 

 

 

 

 

 

 

 

 

 



2020 Cornell-Yonsei Online Debate Camp 

Date 

Part 1 Intermediate Course 

August 3, 2020 (Mon) ~ August 7, 2020 (Fri) 

Part 2 Advanced Course 

August 10, 2020 (Mon) ~ August 14, 2020 (Fri) 

Registration 

Period 

Regular : June 27, 2020 (Sat) ~ July 17, 2020 (Fri) 11:59pm (KST) 

Late    : July 18, 2020 (Sat) ~ July 31, 2020 (Fri) 12:00pm (KST) 

Payment Period 
Regular : July 20, 2020 (Mon) ~ July 22, 2020 (Wed) 11:59pm (KST) 

Late    : July 31st , 2020 (Fri) 06:00pm (KST) 

Target 8th ~ 11th grade students 

Place Online class through ZOOM 

Registration 

Process 

1. Application Form 

Cornell-Yonsei Camp Main Page 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  

Camp Registration 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registration 

Yonsei University Foreign Language Institute www.fli.yonsei.ac.kr/lec/lec25_1.asp 

 

2. 1 minute self-introduction video 

1) After filming, upload the video on YouTube with ‘unlisted’ privacy settings. 

2) Reply to the registration form submission email with the video link attached. 

3) Video Title: Part#_Student Name_#Grade_1-Minute self-Introduction Video 

4) Video submission deadline:  

Regular : Saturday, July 18th 12:00pm (KST) 

Late    : Friday, July 31, 2020 12:00pm (KST) 

5) Your registration will be finalized only after your 1-minute self-introduction video 

is received. 

* If the video is not submitted until the deadline, your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3. Payment  

1) Payment period: 

Regular : From July 20, 2020 (Mon) ~ July 23, 2020 (Wed) 23:59PM (KST) 

Late    : July 31st , 2020 (Fri) 06:00pm (KST) 

2) After your self-introduction video has been received and your registration is 

finalized, you will receive an email with payment details. 

3) Please send the payment in the name of the participating student. 

4) The payment should only be made as a single payment through bank account 

transfer. 

5) Your registration will be complete after you make your payment.  

* If the payment is not submitted until the deadline, your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4. Waitlist 

1) Registration beyond our maximum capacity will be waitlisted. 

http://www.debatekorea.org/cornell-yonsei-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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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itlisted students will be notified via e-mail. 

3) Waitlisted students must submit their 1-minute introduction video no later than 

12:00pm (KST) Friday, July 31st to complete their registration and remain on the 

waitlist. 

4) Waitlisted students will be contacted when registered students drop out. To secure 

your opening, please make your payment within 24-hour window that the e-mail 

indicates. 

5) Refund policies are identical to all applicants. 

Cost 600,000 KRW for each part / 1,000,000 KRW for both parts 

Refund 

regulation 

Part 1 Intermediate Course 

Date of the refund mail Returned Payments 

Before 2020.07.24 (Friday) 12:00pm 

(KST) 
Full refund 

Before 2020.08.02 (Sunday) 

12:00pm (KST) 

Refund excluding registration fee of 

50,000 won 

After 08.03 (Monday) None 

 

Part 2 Advanced Course 

Date of the refund mail Returned Payments 

Before 2020.07.31 (Friday) 12:00pm 

(KST) 
A full refund 

Before 2020.08.02 (Sunday) 

12:00pm (KST) 

Refund excluding registration fee of 

50,000 won 

After 08.10 (Monday) None 

 

-Part 1, Part 2 participants : Refunds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for 

each part. 

Contact Info 
Email : cornellyonseidebate@gmail.com 

Kakaotalk Plus : cornellyons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