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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대회 개요

1. 주최, 주관 : 세계창의력협회(WAC: World Association of Creativity, 미국 뉴저지 소재) 

2. 홈페이지 www.credeca.org

3. 대회일정, 장소 : 2020년 8월 4일~8월 7일, 라이더대학교

4. 참가자격 : 각 회원국의 국내대회에서 선발되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 받은 참가자(또는 팀)

5. 대회 취지 및 목적

1) 비영리 국제기구인 WORLD ASSOCIATION OF CREATIVITY(WAC, 세계창의력협회)가 새롭

고 혁신적인 세계 최고의 CREDECA 창의력 프로그램으로 CREDECA WORLD FINALS을 개

최함에 따라 ,

2)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보게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하며 서로 모르는 외국의 

영재들과 함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미래형 CREDECA WORLD FINALS을 미국 현지에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3) 본 대회는 미국 STEM 교육의 모범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문·이

과를 융합하는 진정한 STEM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득하게 하고자 함. 

6. 기대효과

1) 교과 구분에 따른 지식 교육의 문제에서 벗어나 생활의 문제를 소재로 하여 관련된 여러 

교과를 통합하고 융·복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음. 

2) 또한 참가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고를 고차원적인 사고로 이끌어 협력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의력, 팀워크,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프로젝트수행능력, 배려심, 리

더쉽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됨.

3)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도전정신을 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창의융합영재로서 자질을 신

장 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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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가부문 

<한국대표선발대회> <World Finals 참가종목>

한국학생창의력올림픽 수상팀

https://www.ksco.or.kr/
→ 팀 챌린지(팀)

발명창의력10종경기 http://www.ideca.kr/, 

한국대표선발대회 http://www.credeca.kr/, 

골드버그머신그리기 http://www.koreagoldberg.kr/

수상자

→ 데카챌린지(개인)

한국학생골드버그머신창작대회 수상팀 

http://www.koreagoldberg.kr/
→ 머신 챌린지(팀) 

 

1. 데카 챌린지

① 참가대상: 발명창의력10종경기(1월), 2020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대표선발대회(5월, 

www.credeca.kr)에서 한국대표로 선발된 개인 참가자

② 종목개요 

ⅰ) 대회 당일 무작위로 구성되는 팀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ⅱ) 제한시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장치를 제작, 미션을 수행해야 함. 

ⅲ) 팀종목 3개와 개인종목 2개를 해결해야 함.

ⅳ) 사전에 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본 종목 참가를 위한 연습을 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참가자 자신의 창의력을 평가받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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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예시

“한 팔만 헤라클레스”

● 창의적 구조물, 팀종목

● 가능한 한 쪽 팔만 비대칭적으로 길면서, 가능
한 무게를 많이 견딜 수 있는 크레인을 설계, 제
작 및 무게테스트를 수행하는 종목 

“바디 애니메이션”

● 창의적 공연, 팀종목

● 신체 일부에 표현한 캐릭터가 신체움직임에 의
해 캐릭터에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캐릭터를 창작
하고, 바디캐릭터가 도전하는 새로운 올림픽 경기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구상하여 3분짜리 촌극형식
으로 발표하는 종목 

“타잔은 볼링을 좋아해”

● 창의적 문제해결, 팀종목

●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가능한 많은 볼링핀을 쓰
러뜨릴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 제작, 수행해야 하
는 종목

③ 종목참가하기 

ⅰ) 서류접수

종류 작성 접수방법 기한

참가신청서 한글기재 

cdedu@daum.net 

~4월21일

참가정보서식

학부모동의서

한글기재, 작성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
~4월21일

Contract
1)영문기재, 스캔하여 이메일 

보내고 2)원본은 반드시 

미국에 가져가야 함.

cdedu@daum.net 

원본 미국에 가져가기
~5월 30일Media Release

Medical Release

ⅱ) 팀구성 : 무작위 

ⅲ) 언어 : 모든 진행은 영어가 원칙이나, 과제는 영어+자국어로 제공됨.

ⅳ) 일부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ⅴ)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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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팀 챌린지

Team Challenge 1 구조물 : 경사극복

Team Challenge 2 고전과 미래 : 신화창조

Team Challenge 3 융합과학 : 동시다발

Team Challenge 4 과학과 순간기획공연 : 일상적 우주

Team Challenge 5 DIY : 문제발견연구소

Team Challenge<유치부>: 숲 속 슈퍼마켓에서 

2. 팀 챌린지

① 참가대상 : 한국학생창의력올림픽에서 한국대표로 선발된 팀(팀원 4~8명과 코치1명)

② 참가부문: 5가지(구조물, 고전과 미래, 융합과학, 과학과 순간기획공연, DIY) 팀 챌린지 중 

택1하여 아이디어 구상, 제작, 스토리 구성, 역할 분담을 통해 연극공연형식으로 발표하는 

과제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팀워크, 시간관리능력 등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임. 

③ 종목참가하기 

a. 서류접수 

 

종류 작성 접수방법 기한

참가신청서 한글기재 

cdedu@daum.net 

~4월21일

참가정보서식

학부모동의서

한글기재, 작성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
~4월21일

Contract 1)영문기재, 스캔하여 

이메일 보내고 2)원본은 

반드시 미국에 가져가야 함.

cdedu@daum.net 

원본 미국에 

가져가기

~5월 30일Media Release

Medical Release

과제해결설명서

영문 팀이 직접 미국에 가져감비용보고서

대본

b. 언어 : 세계대회인 만큼 모든 진행은 영어가 원칙, 영어공연 준비

c. 일부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d. 공연물품 : 준비물은 한국에서 가져가야 함. 팀 스스로 운반 및 관리해야 함. 수하물 운

송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추후 별도 안내). 

e. 데카 챌린지(개인종목)에도 참가하려면? 2020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대표선발대

회(5월 9일 www.credeca.kr)에서 수상하여 자격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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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신 챌린지(골드버그)

① 참가대상 : 제12회한국학생골드버그머신창작대회(2020년 1월 17일)에서 한국대표로 선발된 팀

(팀원 최대6명)

② 종목개요 : 세계대회 최종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되, 가능한 복잡하면서 창의적

인 과정을 거치도록 단계별 아이디어를 구상, 제작, 수행해야 함. 

③ 최종작품을 해체하여 세계대회에서 제작, 수행해야 함. 제작제한시간(150분)

 ④ 종목참가하기 

a. 서류접수 

종류 작성 접수방법 기한

참가신청서 한글기재 

cdedu@daum.net 

~4월21일

참가정보서식

학부모동의서

한글기재, 작성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
~4월21일

Contract 1)영문기재, 스캔하여 이메일 

보내고 2)원본은 반드시 

미국에 가져가야 함.

cdedu@daum.net 

원본 미국에 

가져가기

~5월 30일Media Release

Medical Release

과제해결설명서 영문 팀이 직접 미국에 가져감

b. 언어 : 세계대회인 만큼 모든 진행은 영어가 원칙

c. 일부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d. 공연물품 : 준비물은 한국에서 가져가야 함. 팀 스스로 운반 및 관리해야 함. 수하물 

운송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추후 별도 안내).

e. 데카 챌린지(개인종목)에도 참가하려면? 2020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대표선발

대회(5월 9일 www.credeca.kr)에서 수상하여 자격을 얻어야 함.

Ⅲ. 시상안내

시상내역
대상 각 부문별 1
1위 각 부문별, 등급별 1
2위 각 부문별, 등급별 1
3위 각 부문별, 등급별 1

Achievement Award 우수한 창의성과 팀워크를 보여준 팀 또는 개인
특별상: Creativity Da Vinci Award 등급별 1

특별상 : CREDECA Creativity Award 등급별 1
특별상 : Friendship Award 등급별 1

CREDECA Spirit Award 지도교사
참가인증서 모든 참가자에 개인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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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ing Ceremony a. 대회 개막식  

b. 한국대표단 사진촬영-단체사진 현수막 제공

2. 버디 만들기 a. 버디를 찾는 이벤트 

b. 간단한 기념선물 준비

c. 교류: 네임카드, 티셔츠와 네임펜, 식사, 페스티발, 트레이드, 소식

지 기사작성, (수영장) 등 

3. 크리데카 신문 a. 참가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회소식지 

b. 대상: 참가자 전체

c. 대회기간 동안의 사건에 대해 기사(사진포함)를 작성하여 미디어센

터에 대회 3일차에 제출

d. 선정된 기사, 대회4일차 신문발행  

4. 봉사활동
a. 선택사항으로 신청이 필요함. 서식 제출

b. 예시: 외국친구들과 교류지원 등 

c. 세계대회 본부의 봉사활동 인증서

d. 한국대표단의 경우, 한국지부 인증서 발급

5. CreDeca Festival 체험, 놀이, 어울림, 장기자랑 등 교류의 장

6. 기념 마그넷 트레이드 a. 기념 마그넷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선택사

항) 

b. 캠퍼스 언제 어디서나(경연장 제외)

c. 참가자와 1:1 교환

b. 예시: 냉장고자석, 메모홀더자석 

c. 규격제한없음. 

7. Awards Ceremony a. 수상자에 트로피 또는 메달 수여

b. 특별상

c. CREDECA 참가인증서: 영문, 개인별

d. 진학 및 유학시 세계창의력협회 추천

e. 한국대표단 사진촬영 현수막 제공

  

Ⅳ. 이벤트 및 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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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50원 기준(2019년 기준)
참가자 (출발일 생일 기준)

인솔자, 가족
만12세 이상 만12세 미만

대회만 

참가

항공,숙식,통역,현지비,팁포함 등 2,950,000 2,650,000 2,850,000
하우징, 참가비 $790 908,500 908,500 908,500

멤버십 $200 230,000 230,000 115,000
단복 등 2장 30,000 30,000 30,000

운영비 60,000 60,000 60,000
(1)합계 4,178,500 3,878,500 3,963,500

(2)재료비(DECA만 해당) $120 138,000 138,000
(1)+(2)합계 4,316,500 4,016,500 3,963,500

문화체험 

포함

항공,숙식,통역,현지비,팁포함 등 3,900,000 3,600,000 3,800,000
하우징, 참가비 $790 908,500 908,500 908,500

멤버십 $200 230,000 230,000 115,000
단복 등 2장 30,000 30,000 30,000

운영비 60,000 60,000 60,000
(1)합계 5,128,500 4,828,500 4,913,500

(2)재료비(DECA만 해당) $120 138,000 138,000
(1)+(2)합계 5,266,500 4,966,500 4,913,500

Ⅴ. 캠퍼스 생활

1. 대학교 기숙사(2인 1실 예정, 1인 1bed)

2. 교내 식당, 현지식 : 밀카드 또는 팔찌 소지

3. 캠퍼스 내 이동 : 보행

4.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등의 개인물품 준비 

5. 자원봉사자 케어(선택) : 참가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경비1/n

Ⅵ. 일정 및 경비(*예정)

1. 일정

a. World Finals : 8월 4일 ~ 8월 7일, Rider University

b. 대회만 참가(예정) : 8월 3일(출국일) ~ 8월 9일(한국도착일)

c. 문화체험 포함(예정) : 8월 3일(출국일) ~ 8월 13일(한국도착일)

 

2. 경비 상세내역(안) : 아시아나 기준, 계약금 입금인원, 항공, 환율에 따라 변동가능

※ ESTA 승인을 여행사에 위임할 경우 3만원 추가납입하여야 함. 

3. 참가자 확정

   ① 참가확정 : 계약금 입금자를 실제 참가자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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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약금입금 : 4월 20일(월)까지 1인당 100만원, 참가자 명의로 입금

           * 농협 계좌번호 농협: 301-0132-2869-81

               예금주 : 한국창의력교육교사연구회
   ③ 참가정보서식, 학부모 동의서 제출 : 4월 21일까지 반드시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함

(cdedu@daum.net)

   ④ 총경비산정 : 참가인원수에 따라 경비 재산정. 5월 중으로 안내 예정

   ⑤ 환불불가 : 참가인원수에 따라 경비확정. 환불시 나머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환불이 

불가함(일반여행상품이 아님).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금 입금 전에 신중히 검토 후 입금해야 

함.(코오나19로 세계대회가 취소될 경우는 전액 환불) 

4. 여권사본제출    

① 여권사본 5월 10일까지 cdedu@daum.net 

②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잔여기간 6개월 이상)

③ 여권발급은 개별 진행함(소요비용 개인부담)

④ ESTA(전자여행승인) 승인 필수 : ESTA 본인이 직접 할 경우 비용($14, 개인부담), 전자여권 

소지시만 가능,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2년) 확인하기. 

* 과거 미국비자거절, 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있었던 참가자는 반드시 여행사에 통보 후 

진행해야 함.

* 여행사에 위임시 3만원(비용별도 부담)

5. 일정 선택시 고려할 점 

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 케어 신청할 수 있음.

     (추후 협의가 필요함. 경비 1/n)

② 대회만 참가로 신청하였다가 문화체험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항공좌

석확보 및 현지 수배관계로 변경이 어려우니 신청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③ 참가협조공문 요청 : 이메일로 5월 말까지 신청(공문수신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6월 중 발

송

6. 기타

① 알러지, 지병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개인상비약이나 용품을 충분히 준비하고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함.

②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로 개개인의 의견반영이 곤란함. 개개인 의견을 모두 반영할 경

우, 행사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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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8/3
(월)

인  천
뉴  욕

 
 

뉴저지

OZ 222
 

전용차량
 

10:30
11:5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뉴욕(JFK) 국제 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중식
대회장으로 이동
숙소 배정 및 휴식 

중:현지식
석:기숙사

HOTEL RIDER UNIVERSITY 
주소: 2083 Lawrenceville Rd, Lawrenceville, NJ 08648 
USA

제2일
8/4
(화)
~

제5일
8/7
(금)

뉴저지
 

전용차량
 

전일  
"CREDECA WORLD FINAL 2020" 참가 
 
※ 기간 : 2020년 8월4일 ~ 8월7일
※ 장소 : RIYDER UNIVERSITY
  

조:기숙사
중:기숙사
석:기숙사

HOTEL RIDER UNIVERSITY 
주소: 2083 Lawrenceville Rd, Lawrenceville, NJ 08648 
USA

제6일
8/8(토)

뉴저지
 
 

워싱턴
 

전용차량
 

전일
 

조식 후
가이드를 만나 투어 시작 (워싱턴 이동, 3시간) 
 
■ 워싱턴 관광
- 관람지역 : 자연사박물관, 백악관(외부), 국회의사당(외
부), 제퍼슨 기념관,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기숙사
중:현지식
석:현지식

HOTEL 1급 호텔    
제7일
8/9
(일)

워싱턴
 
 

뉴  욕
 
 
 

뉴저지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뉴욕으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의 문화 수도, 뉴욕 맨하탄 
관광
- 관람지역 : 자유의여신상 유람선 탑승, 월스트리트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HOTEL 1급 호텔    
제8일
8/10
(월)

뉴저지
 

뉴헤이
븐
 
 

보스톤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뉴헤이븐으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예일대학교 캠퍼스 투어
 
보스톤으로 이동
■ MIT 공대 /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투어
■ 보스턴 관광
- 관람지역 : 퀸시마켓
- 경유지역 : 주의사당, 보스턴 커먼 등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HOTEL 1급 호텔    
제9일
8/11
(화)

보스톤
 
 

뉴  욕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뉴욕으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의 문화 수도, 뉴욕 맨하탄 

조:호텔식
중:한  식
석:현지식

■ 세계대회참가 및 동부 문화체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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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관광
- 관람지역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타임스
퀘어

UN본부(외관), 콜롬비아대학교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1급 호텔    
제10일
8/12
(수)

뉴저지
 

뉴  욕

전용차량
 

OZ 221

 
 

13:5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뉴욕(JFK) 국제   공항 출발

조:호텔식

HOTEL 기내박
제11일
8/13
(목)

인  천  17:2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가인원에 따라 항공스케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기간 내 개별일정은 불가합니다.

▶ 문화체험 기간 동안 호텔은 2인1실 입니다.

▶ 팀 참가인원이나 성별인원이 홀수인 경우, 다른 팀과 방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대표단 운영 스케줄>

순 스케줄 기한 비고

1 참가신청서, 계약금입금 ~4월 20일

2 참가정보서식, 학부모동의서 제출하기 ~4월 20일 cdedu@daum.net

3 (머신 챌린지 참가팀만 해당함)최종미션 확인하기 4월 말 www.credeca.kr

4 여권 발급 및 사본 이메일 제출하기 ~5월 10일  cdedu@daum.net

5 일정 및 경비 확정 공지 및 항공수하물 규정 공지 5월 중 이메일 or 홈페이지 공지

6 잔금 입금 5월 말 계좌 입금

7
Contract, Media Release, Medical Release 서식 

작성, 제출하기
~5월 말 cdedu@daum.net

8 ESTA 승인 받기
7월 

20일까지

9 버디 기념선물 준비 ~7월 말

10 단복 등 물품 택배 발송 7월 말

11 (기타 제출서류 및 물품 준비하기) ~7월 말

  * 예약금 입금계좌

    농협 

  - 계좌번호 : 301-0132-2869-81

  - 예금주 : 한국창의력교육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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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은 여행사로 입금 예정(추후 안내)

  * 한국지부 홈페이지 www.credeca.kr

  * 이메일 cdedu@daum.net

  * 문의 : 한국창의력교육협회 055-338-8009, cdedu@daum.net(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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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2020 CREDECA WORLD FINALS)

DECA CHALLENGE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한글)
공백없이 작성. 홍길동(○) 홍 길 동(×)

(성별 : 

남, 여)

주민등록

번호

※보험가입 시 필요(필수)

-
성  명(영문)

학    교
상장발급시 사용되므로 정확한 학교명 기입  

학교
(시․도지역:     ) 학년  학년

집주소
(우편번호:    )

본인전화
“-”포함 예)010-0000-0000

상장수령 시
주소

(우편번호:    ) 학교로 수령할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령인 정확히 기입(수령인 학생이름×)

                                             수령인 : 

e-mail 보호자
연락처

“-”포함 예)010-0000-0000

참가일정

희망조사(희망

란에 √)

대회만 참가를 희망함 (         )

대회+문화체험 참가를 희망함 (         )

※ 성명(영문)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같이 기록해 주십시오.

  

2020 CREDECA World Finals에 상기와 같이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세계창의력협회 한국지부 귀중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제출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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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2020 CREDECA WORLD FINALS)

TEAM CHALLENGE 참가신청서

 1. 팀 도전과제 명(과제번호포함)

 2. 등급(해당란에 ○표)
Ⅰ Ⅱ Ⅲ Ⅳ

 3. 팀명(영문으로 기재)

 4. 지도교사 인적사항

성명(국문)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소속(국문) 소속(영문) 전화번호 e-mail

 5. 팀원 인적사항

성명(국문) 성명(영문) 학교(국문) 학교(영문)
주민등록

번호

학년

/반
전화번호 e-mail

팀장

팀원1

팀원2

팀원3

팀원4

팀원5

팀원6

팀원7

※ 성명(영문)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같이 기록해 주십시오.

  2020 CREDECA World Finals에 상기와 같이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팀   장 :                  (인)

                                                         지도교사 :                  (인)

세계창의력협회 한국지부 귀중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제출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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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REDECA Goldberg Machine World Contests

MACHINE CHALLENGE 참가신청서

 1. 팀 명(영문)

 2. 등급(해당란에 ○표)
Ⅰ Ⅱ Ⅲ Ⅳ

 3. 지도교사 인적사항

성명(국문)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소속(국문) 소속(영문) 전화번호 e-mail

 4. 팀원 인적사항

성명(국문) 성명(영문) 학교(국문) 학교(영문)
주민등록

번호

학년

/반
전화번호 e-mail

팀장

팀원1

팀원2

팀원3

팀원4

팀원5

※ 성명(영문)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것과 같이 기록해 주십시오.

  2020 CREDECA World Finals에 상기와 같이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팀   장 :                  (인)

                                                         지도교사 :                  (인)

세계창의력협회 한국지부 귀중 

 ※ 이메일 접수 시 원본 제출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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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2. 참가

종목 
( 해 당 란 에 

√)

데카 챌린지(   )

팀챌린지(   ) or 머신챌린지(   ) 

인솔자(   ) 

소속(학교/학년/반)

팀  명(해당시만 기재함)

3 

연락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의논할 수 있는 보호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4 단복 배송지
받는사람                        연락처

주    소

5
단복 상의 사이즈 

(남녀공용, 해당란 ○표)

17호 18호
85

(S)

90

(M)

95

(L)

100

(XL)

105

(XXL)

110

(XXXL) 

가슴 42-43 44-45 47.5 50 52.5 55 57.5 59

총기장 57 60 63 66 68.5 71 74 77

6
희망 일정

(해당란 ○표)

문화체험 포함(      ) or  대회만 참가(      ) 

 ※ 희망일정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을 분류하며, 항공좌석수 

등 사정에 따라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기준: 입금과 서식 제출 선착순) 

7 ESTA 대리여부 여행사에 3만원 지불하고 위임함 (       ) 

8
봉사활동신청

(희망자에 한함)

참가를 희망함

(       )

신청내용(참고용)

9
자원봉사자 케어

(희망자에 한함)

희망함

(       )
*보호자 미동행시 선택, 추후 협의함.

10 특이사항

서식 A. 참가정보서식                        2020 CREDECA WORLD FINALS 한국대표단  



- 17 -

학교명 학생명
해당란체크, 추후 변경불가

학부모명 (인) 관계
대회만 참가 문화체험포함

성 명 (인)
참가자와의 

관계

해당란체크, 추후 변경불가 참관자가 미성년인 경우

대회만 참가 문화체험포함 학부모명 (인) 관계

 

 서식 B. 학부모동의서                        2020 CREDECA WORLD FINALS 한국대표단

       

 2020 CREDECA WORLD FINALS  참가 동의서

         

               

 2020 CREDECA WORLD FINALS 및 미국 문화체험에 참가함에 있어 설명회 내용(일반적인 여행

과 다르고 대회 참가를 위한 기획임으로 여행약관을 적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하고 

추후 비용 등 운영에 관하여 일체 한국대표단운영위원회(세계창의력협회 한국지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또한 계약금(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 동의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는 전액 환불됨을 전제로 함.)

2020 년    4 월     일

위 서약 및 동의인(연명) 

<대회참가자>

<대회인솔자, 참관자)>

2020 CREDECA WORLD FINALS 한국대표단 운영위원회(세계창의력협회 한국지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