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핚남 챌린지 장학금 신청서 

 2016 HANNAM CHALLENGE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신청서 및 제출서류들은 모두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하며 부족함 없이 충분히 제출해주실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핚 심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핚남수퍼마켓 홍보팀  Hannam PR Team  #150-1658 Industrial Ave., Port Coquitlam, BC V3C 6N3 

 

 본 신청서를 출력하신후 수기로 작성, 이외의 지원서류들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제출 

 Please print out and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with other required documents (by mail or in person). 

 

1. 지원자 성명 Name of Applicant:     
 

핚글 Korean   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English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성명은 여권상의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nglish name must correspond to the name on passport. 

2. 지원자의 생년월일:  연도/월/일 순으로 기재  Birthdate: Year/Month/Day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3. 연 락 처 Contact:          Home   _____________________         

                                        Cell    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현재 거주 주소 Current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학교 정보 - 2016년 9월기준  University/College Information – September 2016 

 

학교명 Name of University/College :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Year: _______    

 

전공명 Major: ____________________    학교주소 Address of University/Colle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 신입생의 경우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 및 주소도 하기에 명기 

For 1st year students (in September 2016), please indicate the name of current school/institution attend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핚남수퍼마켓 및 가족사 (T-Brothers, 만나식품, Westview Investment) 에서, 

     Please indicate if the applicant(or a  family member) is an employee of  Hannam Supermarket/ T-Brothers Food & Trading/ 

       Manna International Trading/Westview Investment Inc.  

(1)  신청자 본인이 근무중, 또는 근무핚 경력이 있을 경우  -  근무회사/부서명/근무기간 명기 

          If the applicant is (or was) an employee – Please indicate the name of Company/Department/Work period. 

    

 (2) 신청자의 가족이 현재 근무중일 경우 -  성명/연락처(Tel.)/본인과의 관계/근무회사/부서명/근무기간 명기 

          If the applicant’s family member is an employee – Please indicate the name of Company/Department/Work period. 

 

신청자 서명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날짜 Date   ________ /_______ /_______ 

 
 

[사진 필히 부착] – 

부착하지 않을 경우, 

사진 뒷면에 성명기재 

 
Photo of Applicant 

(If not attached on, please 
indicate name on back of 

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