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S 예수제자훈련학교 
YWAM OSAKA ASIAN CENTER 

 

 

원서 및 서류 작성을 위한 안내 
 

YWAM 오사카 아시안센터 DTS에 지원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학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을 위한 1차 서류 제출  

: 입학지원서(양식 A), 자기소개서, 이력서, 신앙경력서, 추천서 2부(양식 B), 건강진단서,  

서약서(양식 C),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양식 D), 최종 학력 증명서,  

재직증명서(직장인인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증명사진2매, 출석교회 최근 주보 2부 

  2) 서류 심사 / 면접 

  3) 결과통보 

  4) 일본 법무성에 선교사 비자 신청을 위한 2차 서류 준비 및 제출 

  5) 과제 도서 리포트 

  6) 학비 수납  

  7) 입학 

 

1. 1차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1부 (양식 A)  

      : 사진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정해진 크기(3*4)의 파일로 붙여 넣기를 해주시거나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자기 소개서 (자필, 워드 가능)  

     : 아래의 질문들을 읽어보시고 다른 종이(A4사이즈)에 작성해 주십시오. 

  3) 이력서 (정식 이력서 양식) 

       각 항목은 가능한 한 한문으로 기록해 주시고, 사진을 붙이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앙경력서 

: A4사이즈 용지를 준비하셔서 이력서 양식(날짜와 내용)과 동일하게 써 주시면 됩니다. 

       세례 받은 때부터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모두 써 주십시오. 

        (교회 봉사, 임원, 세미나참석이나 수련회 참석등 교회, 선교 단체 활동) 



 

 

 

     (예) 2010년 4월 세례 

               2013년 4월 ~ 2016년 고등부 서기 

               2015년 12월  OO선교단체  OO훈련  

               2013년 1월 ~ 현재 성가대 대원 

  5) 추천서 2부(양식 B) : 출석교회 담당목사님이나 전도사님 1부 

                         속해있는 선교단체 간사님, 봉사부서 담당부장님, 크리스찬 선배등으로부터 1부  

        *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봉투에 봉해져 있을 경우 받아서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 주셔도 무방합니다. 

  6) 건강진단서 (3개월이내에 검진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간염, 결핵, 성병을 포함한 기본적인 양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은 입학이 결정된 후 2차 서류와 같이 보내주십시오.  

  7) 서약서 (양식 C) 

  8)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양식 D) 

  9) 최종학력증명서 

10) 재직증명서 (현재 직장인인 경우), 재학증명서 (현재 학생인 경우) 

  11) 증명사진 2매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한 사진 

12) 출석교회 최근 주보 2부 

 

  * 1차서류 중  건강진단서, 증명사진, 서약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2. 1차 서류 접수방법 

  1) 접수비 : 30,000원 (KEB 하나은행 180-910301-70107 조은아) 

 

  2) 원서접수 : 메일로 보내는 서류는  osaka.dts@gmail.com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는 〒533-0031日本國大阪市東淀川区西淡路3-7-8 

                   YWAM Osaka Asian Center DTS     

                                      TEL 06-6325-1614  

                로 보내주십시오.  

3) 그 외   

     - 면접 방법과 일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비를 입금하셔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금시에는 본인의 이름 앞에 DTS라고 표시해주십시오. (예: DTS김현아) 

 



 

 

 

3. 2차 제출 서류 : [파견추천서] 

선교사 비자를 위해 법무성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에는 2~3개월 걸리고, 또 모든 

자료들을 번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입학이 허가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입학이 결정된 후 전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단, DTS지원시기로부터 입학까지 비자신청기간이 넉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진행합니다.  

- 파견추천서는 양식에 따라 출석교회의 담당목사님께 부탁드려 교회 서류로서 작성받아 보내주십시오.  

 

4. 지원서 및 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1) 신청서와 모든 질문은 여러분의 입학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기에 구체적으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만일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빈 칸에 ‘관계없음’이라고 적어주십시오.  

2) 손으로 쓰는 서류는 흘려쓰지 마시고, 지워지지 않는 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3)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서류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에 있어서 혹,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입학후에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확인사항 

지원서 및 모든 서류의 내용은 예수제자훈련학교의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담당 스탭은 학생들의 

정보와 상황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모든 서류는 예수제자훈련학교 스탭의 책임하에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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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YWAM 오사카 아시안 센터 

      메일 osaka.dts@gmail.com 

      전화 ＋81-6-6325-1614 / (LG인터넷전화) 070-8281-8458     

담당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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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A 

DTS APPLICATION FORM 

예수제자훈련학교 입학지원서 

YWAM Osaka Asian Center 

국제 YWAM U of N 단위인정학교 

 

 

1. 인적사항  

∙ 이름(한글)                   (한문)                  (영문:여권상)                             

∙ 생년월일                  □ 양 □음    ∙ 성별  □ 남  □ 여      ∙ 출 생 지                       

∙ 혈 액 형                 ∙ 신장                  ∙ 체중                    

∙ 병역관계 : 군필자 -               연도 전역        미필자 -              연도입대예정  

∙ 본    적                                                                                   

∙ 현 주 소 (우              )                                                                 

∙ 전    화 (집)                                 (핸드폰)                                      

∙ E-mail                                        ∙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재혼  

∙ 여권번호                                      ∙ 여권만료일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직업 종교 교회직분 학력 

        

        

        

        

        

        

        

 

 

 

 

3X4 



 

 

 

2. 교회 

∙ 출석교회명                            (한문)                   ∙ 소속교단                         

∙ 담임목사님성함                                 ∙ 교회전화                                    

∙ 교회 주소                                                                                    

∙ 세례받은 날짜                                  ∙ 현교회 출석시작 년도                         

∙ 봉사 부서                                       ∙ 현 직 분                                    

 

3. 교육정도  

1) 고등학교   학교명                                     ∙ 출신지역                         

∙ 재학중             학년    ∙ 졸업년도              년   

∙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 사유                                                   

2) 대학교   학교명                                 ∙ 전공                               

∙ 재학중              학년   ∙ 졸업년도              년    

∙ □휴학  □ 중퇴 : 사유                                                               

3) 대학원   학교명                                 ∙ 전공                               

∙ 재학중              학년   ∙ 졸업년도              년    

∙ □휴학  □ 중퇴 : 사유                                                               

 

4. 직업 (학교 휴학중 재직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주십시오)  

∙ 직장명                            ∙ 직책                 ∙ 재직기간                             

 ☞만일 현 직장이 만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대하여도 써 주십시오.  

∙ 예전직장명                        ∙ 직책                 ∙ 재직기간                             

∙ 사직한 이유                                                                                         

 

5. 일본입국경험                       회                                  (년도/지역) 

            이유                                                                      

 

6. 타 선교단체 및 예수전도단 훈련 경력 

훈 련 명 장    소 기    관 주 관 처 

    

    

    

    

    



 

 

 

7. DTS수료 후 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본 교회 사역  □ 신학교진학  □ 공부  □ 취업  □ 일본선교  □ 타단체사역 

□ 그 외                                             

 

8. 재정 상황 

∙ 학비가 전액 준비되어 있습니까?  ∙ 강의비 □ 예  □ 아니오  ∙ 전도여행비 □ 예 □ 아니오 

∙ 만약 준비되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있는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11. 잘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잘하는 순서대로) 1)                     2)                          3)                     

 

12. 비상시 연락처  

∙ 성명                        ∙ 관계                     ∙ 전화                         

∙ 주소                                                                                  

 

13. 추천인 사항 

1) 이름              추천인과의 관계                           연락처                            

2) 이름              추천인과의 관계                           연락처                            

 

 

위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DTS APPLICATION FORM 

Asian Center Osaka 



 

 

 

자기 소개서 
 

* 원서 및 서류 작성시 주의사항과 확인사항(p.4)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DTS에 관해서＞ 

◎ DTS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적어주십시오. 

◎ DTS를 선택한 이유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주십시오. 

◎ DTS중에서 일본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믿음과 비젼> 

◎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묵상, 기도, 신앙 자세 등) 

◎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좋아하는 말씀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가지고 있는 소명(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소명)이나,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이 장래에 원하는 일이나 사역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요? 

 

<훈련에 관하여> 

◎ 본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훈련받기 원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가족관계> 

◎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주세요. 

◎ 부모님과 친형제의 성격, 장점과 단점,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 가족은 본인이 DTS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회와의 관계> 

 ◎ 담임목사님(청년부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본인이 DTS를 받는 것에 대한 목사님이나 교회 분들의 반응을 적어주십시오. 

 



 

 

 

<친구관계> 

  ◎ 호감이 가는 사람의 타입과 멀리하게 되는 사람의 타입은 어떻습니까? 

  ◎ 어려울 때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관계, 성별, 이유) 

 

<지난 시간> 

  ◎ 인생에서의 감사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 인생에서의 어려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초, 중, 고, 그 이후) 

  ◎ 어릴 때 기억나는 자기의 모습을 나누어 주십시오. 

  ◎ 어릴 때 기억나는 가정상황을 나누어 주십시오. 

  ◎ 인생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꼈던 상대는 누구입니까? 

  ◎ 과거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고스타일> 

  ◎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입니까? 이유도 알려주세요.  

  ◎ 본인은 게으른 편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편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본인은 감성적인 편입니까 아니면 냉소적인 편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없다면, 앞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와 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성교제, 결혼>  

* 독신인 경우 답변해 주십시오.  

  ◎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 교제기간                 결혼할 예정입니까?  □ 예 □ 아니오   

  ◎ 과거에는 교제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사귀었나요? 

  ◎ 배우자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 희망하는 가족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 기혼인 경우 답변해 주십시오. 

◎ 결혼기념일이 언제입니까? 

◎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본인이 DTS를 받는 것에 대해 배우자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 외 1> 

  ◎ 취미는 무엇입니까? 

  ◎ 좋아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싫은지) 

  ◎ 자주 즐겨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 라면, 떡볶이, 햄버거) 

  ◎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과 언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요? 

◎ 중독의 경험이나 현재 경향이 있습니까? (술, 담배, 포르노, 게임 등 혹은 그 외) 

◎ 과거에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병명, 입원등)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약입니까? 

  ◎ 동성연애의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흡연의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그리고 현재 흡연중이라면 하루 흡연량이 어떻게 됩니까?  

◎ 음주의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그리고 현재도 마신다면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외 2> 

이상의 질문 외에, 본인에 대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작성하신 후 이하의 내용을 기입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위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양식B 

예수제자훈련학교 추천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YWAM Osaka Asian Center  

 

추천서를 작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천서는 신청학생의 DTS입학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오니, 

아시는 범위안에서 솔직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기입하신 후에는 봉투에 넣어 봉하신 후 

학생을 통해 전달해 주시거나, 직접 메일(osaka.dts@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 추천자의 성명                              

 

∙ 신청자와의 관계  □ 담임목사 □ 교사/간사 □ 선배 □  그 외                             

 

∙ 신청인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아주 잘 안다 □ 잘 안다 □ 보통  

 

 

∙ 아래 사항 중 합당한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우 수 조금우수 보 통 조금부족 부 족 

솔 선 수 범      

사회적 적응성      

상대방에 대한 주의 및 관심도      

교육과정에 따라올 수 있는 능력      

지 도 력      

결 단 력      

정서적 안정감      

건 강      

첫 인 상      

 

(참조의견)  

 

                                                                                     



 

 

 

지 적 능 력‥‥‥‥‥‥‥‥‥□ 빨리 이해함             □ 보통    □ 느림  

노력, 근면성‥‥‥‥‥‥‥‥‥□ 매우 열심               □ 보통    □ 지속성 부족  

신 뢰 성 ‥‥‥‥‥‥‥‥‥‥□ 책임을 짐               □ 보통    □ 책임 소홀  

협 동 성 ‥‥‥‥‥‥‥‥‥‥□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함 □ 보통    □ 단체행동을 피함  

융 통 성 ‥‥‥‥‥‥‥‥‥‥□ 변화 받도록 노력        □ 보통    □ 완고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균형이 잘 잡힘          □ 보통    □ 불안정  

성 격‥‥‥‥‥‥‥‥‥‥‥‥□ 유쾌, 발랄               □ 보통    □ 소극적  

시 간 엄 수‥‥‥‥‥‥‥‥‥□ 정확함                  □ 보통    □ 가끔 늦음  

재정상의 책임감‥‥‥‥‥‥‥□ 책임을 짐               □ 보통    □ 소홀함  

 

(참조의견) 

                                                                                       

                                                                                       

                                                                                        

 

1. 신청자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라면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2. 신청자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아니오" 라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3. 신청자는 단체, 인종, 국적에 대해 편견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4. 신청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도는 어떻습니까?  

□ 헌신적인 사람 □ 보통 □ 적당히 하는 사람  

   (참조 의견)                                                                           

 

5. 당신의 생각으로, 신청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설명하신다면?  

□ 성숙 □ 성실함으로 계속 성장 □ 지나치게 감정적 □깊이가 없음  

   (참조 의견)                                                                           



 

 

 

 

6. 신청자의 가정환경을 아신다면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7. 훈련에 대해 참조가 될 만한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면 적어 주십시오.  

                                                                                       

                                                                                       

                                                                                       

                                                                                       

 

나는                    을(를)         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합니다.  

 

 서명                              (인)              년       월      일  

 

주소                                                                                     

 

전화                                   

 

 

 

 

 

 

 

 

 

 

 

 

 



 

 

 

양식C 

서약서 
 

1.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예수제자훈련학교(이하 DTS)의 학생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2. DTS에 입학이 허락될 경우, 학교의 전 과정(강의기간, 전도여행기간)의 제반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학교 스탭, 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위반시에는 학교 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손실, 피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학교기간동안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해 학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DTS의 전 과정(강의기간, 전도여행기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 정서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정신 질환에 관련된 치료 또는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입학 

전에 병력 및 약물 복용여부를 학교에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DTS과정과 공동생활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형 집행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는 학교에 미리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5. DTS에 입학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 서류의 모든 부분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음을 서약합니다.  

 

6. DTS 기간 일본에 거주함에 있어서, 또한 전도여행국가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DTS에 입학이 허락될 경우, 입학 전까지 학비 전액을 완불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 

책임자와 상의한 후, 약속한 방법대로 학비를 완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8. (선교사비자로 입국한 경우) DTS 수료후 장기선교사로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선교사비자를 종료하며, 재류카드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류카드는 거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으로 DTS가 시작한 후에 일본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9. DTS 기간 중간에 DTS를 자퇴, 혹은 중퇴할 경우에는 즉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선교사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선교사비자를 종료하고, 재류카드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양식D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2017년 / 일본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15年 

法律 第57号』)에 따라 예수제자훈련학교(이하 DTS) 지원자의 등록업무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지원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DTS훈련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을 보시고, 개인 정보 제공의 동의 여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지원서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수 집 항 목 목   적 

이름(한문, 영문포함),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여권번호 

DTS 학생등록업무, 학생현황 기본 정보, 

전도여행 항공권 구매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동의하지 않음 (사유 :                                                ) 

 

 

2. 개인, 단체 사진 / 영상의 개인정보 항목 

 

수 집 항 목 목   적 

DTS 기간중의 프로그램,  

행사에서의 개인사진 및 단체사진 

사역보고 및 홍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동의하지 않음 (사유 :                                                ) 

 

작성일자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DTS 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