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일어올림피아드 2018 참가를 위한
1 차 한국 대표 선발 국내독일어올림피아드 2018
– 참가지원서 –
양식 작성 안내
작성 시 볼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쉽도록 인쇄체로 작성해 주십시오.
빠짐없이 모든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가자 정보
학생의 성 (여권과 동일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이름 (여권과 동일할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국가 및 지역번호 포함)와 핸드폰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의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국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적,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_________________
어학수준:

 A1  A2  B1  B2 oder höher

저는 __________ 년 동안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주 __________ 시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과목 혹은  부전공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에 6 개월 이상 머문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

위 기입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날짜

양육권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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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육권자정보
나는

나의

자녀가

예선을

통과한다면

2018

년

4

월

7,8

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내독일어올림피아드 최종 라운드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예

 아니오

나는 나의 자녀가 국내독일어올림피아드를 우승했을 경우 프라이부르크에서 2018 년 7 월 1528 일에 개최되는 국제독일어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예

 아니오

3. 동의 확인- 초상권 및 출판
본인은 2018 년 4 월 7 일과 8 일 국내독일어올림피아드 최종예선 동안 서울에서
제작되는 본인 자녀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에 자녀의 얼굴이 인지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진 및 동영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으로 제한이 없는 이용권리를 주한독일문화원에 보장한다.
a) 인쇄 형식의 복제 및 유통에 대한 매수 제한 없는 권리 (인쇄권). 인쇄권은
특히 광고 전단, 교과서, 하드커버 인쇄물, 종이커버 인쇄물, 잡지, 신문,
소장판 및 사진기술 공정 등을 비롯한 기타 인쇄형식에 적용되며, 모든
유통경로를 포함한다.
b) 전자/디지털 (상호작용적 형식 포함) 데이터 매체에 대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매수 제한이 없는 권리 (전자, 디지털 오프라인 권리). 오프라인
권리에는 특히 CD, CD-ROM, 블루레이, 전자책, 태블릿을 비롯한 기타의
매체가 포함된다.
c)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 혹은 기타 방식의 저장기술이나 데이터
전송기술을

(중간저장

여부를

막론)

이용하여

무제한의

다수

사용자들에게 유료 혹은 무료로 공개하여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에 사진이나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또한 TV, PC, 전자책 단말기, 핸드폰 혹은 기타 기기를 유선
혹은 무선으로 이용하여 예를 들어 인터넷, UMTS, 케이블, 위성, 방송신호
혹은 기타 전송방식을 통해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권리 (특히 포드캐스팅 등의 푸쉬 서비스, 풀서비스 등)로,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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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의 상호작용적인 이용 및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사진 공유 플랫폼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공공 접근 허용 권리, 온라인 권리)
d)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혹은 기타 유사한 기술적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e) 사진 및 동영상을 공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f)

다른 작업과 연계하여 편집, 재생산, 변경 및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다른 언어 및 방언으로 제작되는 언어작업을 비롯한 기타 작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a 항에서 e 항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가공의 이용도
포함된다.

양도는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주한독일문화원은 모든 이용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및 사진 및 동영상의 이용에 대한 허가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 3 자에 대한 권리 허용은 국내독일어올림피아드 범위 안에서 또한
주한독일문화원의 활동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장소,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육권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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