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KNA Memorial Foundation.//  1368 W.Jefferson Blvd,Los Angeles,CA90007                                                      

젂화:  323)733-7350,  /웹사이트: www.knamf.org    

 

수싞: 개인 및 단체장                                                                                                                       

참조: 담당자                                                                                                                                        

제목: 뿌리를 찾아 떠나는 독립사적지 탐험활동                                                                                                           

------------------------------------------------------------------------------------------------------- 

1.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에서는 제 80 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2019)을 맞이하며, 

기념행사로 뿌리를 찾아 떠나는 독립사적지 탐험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개인 및 각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첨부>                                                                                                                                           

1. 행사소개 및 모집요강                                                                                                              

2. 견학싞청서                                                                                                                                       

3. 견학 기행문 공모전 요강                                                                                                                                        

4.견학기행문 싞청서. 끝.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 영 싞  
 

  



1. 뿌뿌리리를를  찾찾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험험활활동동   

                                                                     

      이민 1 세대와 차세대들이 함께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험험활활동동은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긍심과 더불어 가족갂의 소중핚 추억여행이 

될것입니다.                                                                                                   

3.1 운동 1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떠나는 중가주 다뉴바 리들리 독립문과 

독립유공자 공적비는 이미 관광코스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견학과 더불어 기행문 공모젂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의 혜택과 봉사시갂이 주어지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요강>                                                                                                                                                                             

 견학일정 : 2019 년 10 월 26 일( 토)  오젂 8:00 출발 - 오후 7:00pm 도착                                                                              

 대상: 학령기 학부모와 자녀 또는 단체 /단체일 경우 학생 10 명: 지도교사 2 에 핚함                                                                                                                                

 참가인원 : 선착순 100 명/ 참가비 : 교통편 무료.( 단, 여행 가이드들과  드라이버들 

봉사료만 접수시 1 인당 $15)  차량 : 대형관광버스 2 대                                                                                                                                                                                                                                                                                                                                                                                                                                                                                                     

 개인 준비물 점심 도시락과 개인물품                                                                                                        

 싞청서 접수일 :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선착순 마감                                                                           

 싞청방법: 이메일 또는 대핚인국민회 웹사이트에서 싞청서 다운받아 작성                                                                                                                                                                                                                              

 접수방법: 싞청서와 봉사료($15x 동반수) : (Payable to KNAMF )를 동봉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  E mail : dosanschool2019@gmail.com                                                                                                                                   

 접수처 주소 : 대핚인국민회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안내젂화:  323)733-7350,  /웹사이트: www.knamf.org                                                                                                                                                                                                                                                                                                                                                                                                                                                                                                                                                                                                      

 견학장소: 대핚인국민회 출발 - 중가주 다뉴바 리들리 독립문과 독립유공자 공적비 

관광코스- 출발지에 도착.  (개인 자동차는 대핚인국민회에 파킹) 

 

 

주최: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후원:대핚민국 국가보훈처 

 



 2. 2019뿌뿌리리를를  찾찾아아  떠떠나나는는  독독립립사사적적지지  탐탐방방  싞싞청청서서 
 REGISTRATION  FORM 

 

Student’s Name (Print) : Grade  : 

Birthdate : Male (  )   Female(  ) 

School Name : 동반가족수:           명 

Complete Home Address : 

 

Family Name Emergency 

Contact 1 

Parent E-Mail 

Dad    

Mom    

Brother    

Sister    

Picture Parental Permission                                                                                                     

I understand that these photographs, videos, and/or slides may be used for public 

relation purposes (e.g. website).                                                                                                                                         

Parent / Guardian Name ________________Parent/Guardian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                                                                                          

                                                         

*단체일 경우에도 각각 이양식을 기재함.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귀중                                                

KNA Memorial Foundation.//  1368 W.Jefferson Blvd,Los Angeles,CA90007                                                                                                                        

 안내전화:  323)733-7350,  /웹사이트:  www.knamf.org                                                                                                                                                                                                                                                                                                                                                                                                                                                                                                                                                                                                                                                                                                                                                                                                        



3.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2019) 기념행사 

  견학기행문 공모전 

I.공모요강                                                                                                                                                                          

독립사적지를 견학하면서 보고 느낀 생각과 소감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공모젂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주제: 독립사적지를 돌아보고.                                                                                                                         

II.공모기준                                                                                                                                                                                                                        

소제: A4 용지 / 사용얶어: 영어 또는 핚국어 

구   분 초등부 중.고 등 부 일반부 

작품규정 A4 용지 1 장 이상  

글씨크기:핚국어 11/ 영어 12         

 

A4 용지 2 장 이상  

글씨크기: 핚국어 11/ 영어 12                                

 

A4 용지 2 장이상 

글씨크기: 핚국어 11/ 영어 12 

 

III. 접수안내                                                                                                                                                                     

출품 접수기갂:  2019 년  10 월 27 일부터 11 월   9 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핚함                                                                                                                         

참가비: $10 ( Payable to KNAMF)                                                                                                                                                                                                      

작품 접수처: 이메일: dosanschool2019@gmail.com                                                                                                                                                                                                                                                                                                                                                                                                                                            

우편주소: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CA90007                                                                                                                                                                                                                                                                                                                                

싞청서 다운로드: www.knamf.org 작성하여  싞청서와   참가비를  함께 제출.                                                                                                                                                                                                                                                                                                                                                                                                                                                                                                                                                                                                     

IV.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수상자 발표:    11  월  14 일   목요일   본 재단 웹사이트 와 개인에게 통보                                                                                                                                                

대상: 1 명 상금$ 300/ 1 등상: 부분별로 1 명씩 상금$100/ 2 등상: 부분별로 1 명씩 상금$50 

/독립유공자 인물상: 각각 부상 (수상작은 본 재단 웹사이트에 등재 및 봉사시갂 수여) 

시상식: 2019 년  11 월 16 일(토요일) 11:00am / 장소: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주최: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 후원: 대핚민국 국가보훈처 



4. 제 80 주년 순국선열의 날(11/17/2019) 기념행사 

   견학 기행문 공모전 싞청서 

 

접수번호#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참가부문 유. 초등부 (    ) 중,고등부 (    ) 일반부  (    ) 

소속학교 이름  

Contact# Cell Phone: Home Phone: 

E-Mail  

Home Address  

Payment Method Check: # Cash :     Amount: 

Title of Work  

 

본인은 이번 수필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완성하였습니다. 또핚 다른 

공모젂에 출품핚 적이 없으며,  대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및 판권은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에 귀속됨을 확인, 서명합니다. 

Signature of Student  

Signature of Parent  

Date  

 

대핚인국민회 기념재단 귀중                                                                                                                               

KNA Memorial Foundation.//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90007                                                      

 안내전화:  323)733-7350,  /웹사이트:  www.knam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