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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에서 공항까지

031-859-0504

13차 미국 영어캠프
캠프장소
미국(애리조나-Phoenix / 캘리포니아-San Diego)

캠프신청 자격
9세 ~ 19세

캠프기간
12차 : 2019년 7월 23일 ~ 2019년 8월 20일

접수기간
2019년 3월 1일 ~ 2019년 6월 20일 까지

캠프비용

790만원
항공료(접수 예약금)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 2018년 4월 20일 이후에는 항공료 인상으로 30~50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Okilt 는 계약캠프 비용 외에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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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에서 공항까지
1. 신청서 작성
개별 상담을 동해 작성중.(지정된 학원 또는 Okilt 직원 방문)

2. 접수비 납부
입금일 : 신청 후 7일 이내
접수 신청 금액 : 79만원(캠프 비용의 10%)

3. 여권 만들기
구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약 2~5일 소요)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가 신청
여권이 있을 경우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4. 항공료 납부
금액 : 160만원(항공사에서 지정한 항공료) = 입금일 : 2019년 4월 20일 이전 입금.
금액 : 180만원(인상 항공료 30만원 추가) = 입금일 : 2019년 4월 20일 이후 입금.

5. ESTA 신청
http://esta.cbp.dhs.gov/esta
비용 : 14$(국제 결제 가능한 카드 사용-온라인 결제)
작성방법 : www.okilt.com 에서 자료 제공

6. 잔금 납부
#. 1차(계약 일 : 79만원) -> #. 2차(4월 20일 : 150만원) -> #. 3차(6월 20일 : 잔금)
13 차 미국 영어캠프 최종 마감일 : 2019년 6월 20일 마감

7. 출발날 공항에서 미팅
13 차 미국 영어캠프
출발 일자 : 2019년 7월 23일 (시간은 추후 통보)
미팅 장소 : 인천공항 제1 터미널 3층
미팅 시간 : 추후 통보

신청서 작성에서 공항까지
캠프 준비물
1. 여권 / ESTA 신청 및 허가서(복사본)
2. 신분증 사본(미성년 제외)
3. 세면도구(수건. 치약. 칫솔. 비누. 샴프.- 액체류는 200ml 이내의 포장이 해제된 상황에서는 zipper bag에 보관 해야 한다)
4. 가을, 여름 옷(오전 & 밤은 한국의 4,5월 날씨 / 낮은 여름 날씨 참고)
5. 수영복(물안경. 수영모 등)
6. 운동화
7. 바람막이 – 얇은 외투.
8. 목 베게
9. 빨래 망
10. 멀티 탭 (220v-110v 변압코드)
11. 개인용돈($200 ~ $300 정도) – 개인별 쇼핑에 따라서 다름.

주의사항
1. 캠프 비용 납부 – 비용 입금 시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카카오 톡이나 문자로 입금 확인 필수.
2. 조기접수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됩니다.
3. 접수비가 입금되면 접수 완료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4. 2019년 4월 20일 이후에는 항공료 30만원이상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항공료를
4. 2019년 4월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계좌 번호
하나은행 : 010-4325-6780-507 (예금주 : 오킬트 어학원 / 박주식)

www.okilt.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43 상가동 201호
samj7621@gmail.com

미국 영어캠프 신청서

031-859-0504

캠프 기간

13차 : 2019년 7월 23일 ~ 2019년 8월 20일

이름

참가자

보호자

참가자

보호자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주소
약관 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아래 내용을 검토하고 상기 내용으로 Okilt 의 2019 여름 미국 영어캠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거부 사항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Okilt 영어캠프 참여, 캠프 진행과 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방법
-모바일 앱(카카오 톡, 문자, 밴드)로 : 캠프 활동모습 제공 등 Okilt 캠프 진행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제공 활용.
-원활한 캠프 진행을 위하여 제 3자에 제공(항공사/여행사/보험사 등)
활용기간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Okilt 영어캠프 완료일(신청한 캠프기간) 까지 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Oklit 캠프 준비 및 정보 수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캠프기간에 촬영한 사진의 사용
- 캠프 기간에 촬영한 사진은 Okilt에 저자권이 있으며 사진의 사용(Okilt 홍보를 위한 SNS 홍보 - ○네이버 밴드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
홍보)와 ○학원 및 학부모 배부용 홍보 책자제작에 사용하는 일에 관하여 동의한다.
캠프 비용과 접수 및 환불
1. 캠프 비용 납부 – 비용 입금 시 자녀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카카오 톡이나 문자로 입금 확인 필수.
2. 조기접수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3.접수비가 입금되면 접수 완료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4. 항공료와 접수비 입금 후 – 취소 할 경우에는 항공사의 규정과, 렌트 하우스의 취소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가 됩니다. 단, 접수비는 각종 티켓 예약,
숙소예약, 관련 업무에 사용되므로 환불 시 – 일체 사용비용은 공제 후 환불 처리됩니다.
5. 2019년 4월 30일 이후에는 항공료 3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 신청서를 작성, 접수비를 납부하셨더라도 항공료를 2019년 4월 30일 이후에 납부 하시면
인상된 항공료 3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환불 규정 (모든 환불은 업무 추진비 7.5%의 비용을 제외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른다.)
a. 100일 이내 취소 할 경우 : 항공료(약150만원)를 제외한 일체금액 환불가능
b. 60일 이내 취소 할 경우 : 항공료(약150만원)와 숙박료(약1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금액 환불가능.
c. 30일 이내 취소 할 경우 : 항공료, 숙박료, 각종 투어티켓비용을 제외한 일체금액 환불가능.
d. 20일 이내 취소 할 경우 : 환불 없음.
캠프 진행 중 귀가조치 사유 –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1) 학생의 단체 행동(수업과 여행)을 특별한 사유(의사의 소견상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 질병과 사고)없이 거부했을 때.
2) 정해진 영어수업을 거부할 경우.
3) 일정에 포함된 Activity를 하지 않을 때. – Presentation Class / Play / Team Activity / Take a Pictures / Mission Shopping / Home Work.
4)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고의적으로 이탈할 경우(핸드폰사용 포함)
5) 인솔 교사의 합리적인 지시와 안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