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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EA Math Circle 참가 서약서 
 

Updated: July 6, 2020 

 
⚫ KGSEA Math Circle(이하 Math Circle)은 팀 협력과 이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나이, 

성별, 국경을 초월한 재능기부 및 비영리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 Math Circle 은 학생들의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한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Math Circle 은 전문가와 선배 그룹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펙 활동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 Math Circle 멤버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 Honor Society 멤버의 모임은 월 1 회 진행되며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 Math Circle 은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각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 Math Circle 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선배 그룹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됩니다.  

⚫ Math Circle 은 학교, 학년별 구성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Math Circle 의 활동을 통한 결과물 (예: Open Research Forum, WYML Problems, 

Math Science Camp 결과물 등)은 자동적으로 한국영재교육평가원에 귀속되며 

이는 대표 웹사이트 (출판 포함)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컨텐츠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Math Circle 의 활동 계획 및 멤버 구성에 대해 학부모님은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 Math Circle 의 활동과 관련해 1 년 동안 연간 50% 이상의 출석율 (혹은 이에 

해당되는)과 OpenSchool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Honor Society 멤버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 Math Circle 의 멤버들은 연회비 (납부 시기-매해 4 월)를 납부하며 신규 멤버의 

경우 지원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서 작성과 함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647701-04-026255 (한국영재교육평가원) 학생명 송금 

⚫ 특이 사항 없이 연 6 회 이상 정기 모임에 불참하는 경우 및 해당 년도의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은 정지되며 기존 연회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Math Circle 의 설립취지에 벗어 나는 행동이나 멤버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행동, 종교 및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 자격은 재고의 여지없이 박탈됩니다. 

 

KGSEA Math Circle 지원자와 부모님께서는 상기 운영 정관을 끝까지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예[   ] 아니오[   ]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KGSEA Math Cirlcle 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자(학생 성명) 서명 부모님 서명 서명 혹은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