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신청서
· 신상정보 (해당란에 체크 및 작성)

리딩게이트 회원 유형 : 개인회원 □, 학교회원 □, 학원회원 □

이름

생년월일

학년

소속(학교or학원)

보호자 이름

연락처(학부모)

연락처(비상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

· 제출 포트폴리오 정보 (해당란에 체크)
# 초등 저학년 이하 (미취학 ~ 초등2학년)
□ English Song&Chant /

□ Show and Tell /

□ Storytelling

# 초등 고학년 이상 (초등3학년 ~ 중고등부)
□ Book Review

/

□ Presentation

/ □ Introduction to RG Friends

· 리딩게이트 독서현황
리딩게이트 아이디

총 독서권수

총 포인트

· 나의 리딩게이트
처음 시작할 때
년/월

학년

현재
레벨

레벨

* 수상경력
리딩게이트 영어독서왕 선발대회

교내/외 영어대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초상권 제공 · 활용 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초상권 제공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 접수 및 관리, 리딩게이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채널, 홈쇼핑 인서트 영상에 참가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활용
(1)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년), 연락처, 리딩게이트 ID, 이용기간 및 학습 정보(독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서권수, 포인트, 레벨), 리딩게이트 수상 정보,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참가 제출용 포트폴리오
(2)선택정보: 교내/외 영어대회 수상 정보
초상권이 인정되는 사진 또는 영상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 접수 및 관리, 리딩게이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채널, 홈쇼핑 인서트 영상에 참가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활용

초상권 활용

㈜리딩게이트에 제출한 영상은 디지털, 전자, 인쇄, TV, 라디오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개발될 형태의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사용, 재생산, 재사용, 출판, 전시, 저작권, 배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이용 및 보관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 신청은 가능하오나, 수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정보 미입력시 참가신청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초상권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초상권 활용

CJ E&M, GS SHOP(리딩게이트의 판매 및 마케팅 제휴 업체)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 접수 및 관리, 리딩게이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홈쇼핑 인서트 영상에 참가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활용
위 ①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2021 리딩게이트 슈퍼스타] 참가 신청은 가능하오나, 수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정보 미입력 시 참가신청 불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초상권 활용ㆍ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12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생과 보호자(법정대리인) 모두 동의해야 함

㈜리딩게이트 대표이사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리딩게이트 권혜경 상무(1599-0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