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겨울방학 캠핑 캠프
[초등, 중등]
「2017년 LET’S go camping park에서 펼쳐지는 겨울캠프」에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모험, 새로운 희망! 자연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경험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보아요!
구

분

일

정

2017년 1월 11일(수)~13일(금)(2박3일)

장

소

충북괴산 LET’S GO camping park

주

제

자연에서 자란다! “LET’S GO!” 캠프!

자기성장 캠프 “숲 FOR 히어로”

인

원

40명

40명

프로그램

대상

초등학생(11~13세)

중학생(14~16세)

[캠핑의 이해]

[새로운 만남]

캠핑교실 / 캠핑요리교실

관계형성 / 미로공원 체험

[자연을 품다]

[즐거운 체험]

미로공원 체험 /자연공장, 문패만들기

FUNFUN전통놀이 / 캠핑교실

[ADVENTURE]

[흥미로운 도전]

ATV체험 / 챌린지 어드벤처

캠프파이어 / 해돋이 산행

[자기도전]

[아름다운 추억]

캠프파이어 / 해돋이 산행

롤링페이퍼작성

 초등학생 11~13세 / 40명
 중 학 생 14~16세 / 40명 선착순 모집
※20명 미만으로 모집 시 취소됩니다.

신청

 신청기간 : 2016년 12월 1일(목) ~ 2017년 1월 6일(금) / 신청기한 내 참가비 입금
 신청방법 : 보람원 홈페이지(www.boramwon.co.kr)에 PC 접속 후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

 이 메 일 : god10946@hanmail.net
참가비

 초등학생 : \131,000 / 중학생 \147,000 *세부내역 참고
 입금계좌 : 농협 351-0542–4287-73 / 현금영수증 가능

문의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 043-830-2181 / 장혜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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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그램 특징_초등 “LET’S GO!” 캠프
1

캠핑의 이해
[캠핑교실]

2

“캠핑 마을을 가다”

[캠핑요리교실]

캠핑요리,

“요리 왕 선발대회”

캠핑도구사용법, 텐트

캠핑 요리에 대한 이해

치는 법을 배우는 시간

캠핑 요리 교실 실습

자연을 품다
[밤을 걷는 아이(I)]

[자연TALK]

“자연을 탐방하다”

“자연 빚기”

미로공원 체험,

자연에 있는 재료를

조별 미션포스트를 찾는

활용하여 , 오리피리,

공동체 활동

문패 만들기 등
자연공작활동

3

4

ADVENTURE
[챌린지어드벤처]

[ATV산악오토바이]

12종의 줄타기

비포장 산악코스를

체험코스를 통해 용기,

ATV를 이용해

담력, 도전정신을

주행함으로써 스릴과

기르는 시간

스피드를 즐기는 활동

[林과 함께]

[해’보고싶다 }

“즐겨봐요”

“새벽을 여는 소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남군자산 새벽 등산을

신나는 레크레이션과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모닥불을 통한 친교활동

있는 활동

자기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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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_초등 “LET’S GO!” 캠프
구분

1일차

2일차

07:00~08:00

아침활동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자연TALK]
- 문패만들기
- 오리피리만들기

10:00~11:00

3일차

04:00 기상
[남군자산등산 및 환경보호]
- 간식지급
-간단한 체조 후 출발
(왕복180분 코스)
아침식사
짐 정리 및 체크아웃

11:00~12:00

롤링페이퍼작성 및 퇴소식

12:00~13:00

식사 후 출발
점심 식사 및 휴식

13:00~14:00

도착 및 접수

14:00~15:00

[Orientation]
캠핑교실 및 텐트배정

[ADVENTURE]
-챌린지 어드벤처
-ATV(산악오토바이)

15:00~16:00

캠핑요리교실
16:00~17:00
17:00~18:00

저녁식사(직접해먹기)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

[밤을 걷는 아이]
- 미로공원체험

캠프 정리 및 취침정리

[캠프파이어]
-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 다짐의 시간
캠프정리 및 취침정리
- 새벽등산 준비
취침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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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수료증 발급
*봉사활동 시간 지급
(3시간)

주요프로그램 특징_중등 “숲 FOR 히어로” 캠프
1

새로운 만남
[Let’s go camping!]

[별나라 미로여행]

‘캠핑의 정석’

‘어둠 속에 밝은 빛’

텐트치는 법, 캠핑 도구

조별 미션 통과 후 어둠

활용법 배워보고, 나의

속 미로공원을 체험하는

아바타를 만들어보는

공동체 활동

시간

2

즐거운 체험
[funfun한 전통놀이]

[ATV산악오토바이]

‘the즐거운 전통체험’

비포장 산악코스를

미션포스트를 찾아

ATV를 이용해

다니며 전통놀이 미션을

주행함으로써 스릴과

해결하는 조별 팀웍향상

스피드를 즐기는 활동

활동

3

4

흥미로운 도전
[camp fire!]

[남군자산 등산]

‘Hero들의 모닥불’

‘산 속의 해돋이’

모닥불 피우는 방법과

남군자산 새벽 등산을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통해 자연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

성취감을 얻는 활동

아름다운 추억
[Good bye hero!]

‘또 다른 시작’
롤링페이퍼를 통해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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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_중등 “숲 FOR 히어로” 캠프
구분

1일차

2일차

07:00~08:00

아침활동

08:00~09:00

아침식사

3일차

04:00 기상
[남군자산등산 및 환경보호]
- 간식지급
-간단한 체조 후 출발
(왕복180분 코스)
아침식사

09:00~10:00

[FUNFUN한 전통놀이]
- 전통놀이 체험
- 고구마 구워먹기

10:00~11:00

짐 정리 및 체크아웃

11:00~12:00

[“Good bye hero!”]
롤링페이퍼 작성 및 퇴소식

12:00~13:00

식사 후 출발
점심 식사 및 휴식

13:00~14:00

도착 및 접수

14:00~15:00

[Orientation]
입소식, 캠핑의 이해

15:00~16:00
16:00~17:00

[ATV]
-산악오토바이

[Let’s go camping]
텐트 치는 법, 캠핑도구
활용법 등

[나의 아바타 만들기]
-무브인형만들기

17:00~18:00

저녁식사(직접해먹기)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

[별나라 미로여행]
- 미로체험

캠프 정리 및 취침정리

[캠프파이어]
- hero들의 모닥불!
- 다짐의 시간
캠프정리 및 취침정리
- 새벽등산 준비
취침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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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수료증 발급
*봉사활동 시간 지급
(3시간)

*별첨_2017년 캠프 참가 신청서
아래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1. 초등 Let’s go 캠프 ----------------------------------------------------------(

)

2. 중등 자기성장 캠프 “숲 FOR 히어로” --------------------------------------(

)

참가자 성명

혈액형

학교 / 학년

학교

보호자명
비상연락처
오는 방법

학년

(자녀와의 관계)
(집)
괴산터미널 □

(핸드폰)
송면터미널 □

개별이동(자가) □

차량인원파악을 위해 꼭 체크 부탁 드립니다.

[사실 확인 및 정보이용 동의]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은 캠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캠프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청소
년수련마을 보람원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휴대폰, 이메일, 보유기간 : 1년
- 보유목적 : 교육신청 및 관련 캠프 홍보안내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은 보유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지
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2017년 겨울캠프 참가신청 및 캠
프참여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 캠프에 보호자의 동의 아래 자발적 참여의사로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참가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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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별첨_건강상태확인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참가자명 :
2. 성별 :
3.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번호

주최자(기관명)

청소년수련활동명

4.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증상

요청사항

년

보호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 참가자 건강 정보 확인서는 참가 전 이메일(god10946@naver.com)이나 팩스(0303-0943-21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득이한 경우, 캠프 당일 제출해 주세요.)
※ 본 건강 정보 확인서에 기재하신 내용 일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2017년 겨울캠프’ 종료 1년 후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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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캠프안내문
2017년 겨울캠프 안내
2017년 겨울캠프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된 학생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청소년지도자가 모둠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세심하고 안전하게 운영되어집니다.

주의사항
1. 참가자 건강상태 사전조사
특이한 병력 사항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꼭 운영팀에게 알려 주세요.
현재 복용하는 약을 챙겨 주시면 담당지도자가 관리하겠습니다.
참가자의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참가신청서와 함께(건강상태 확인서)를 작성한 후 메일로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2. 분실위험이 있는 테블릿기기, 게임기, 고가의 물건, 많은 현금의 소지를 금합니다.
★현금, 고가의 물건,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 분실 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준비물
□ 의류(여벌옷, 겉옷, 속옷, 양말) 및 세면도구(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칫솔, 수건)
□ 기타 개인용품(선택사항)
○ 개인약품(보약 등 평소 먹는 약이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상비약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금(1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가품이나 고액의 현금소지는 자제해 주세요.)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
“2017년 겨울캠프”는 캠프활동 중 봉사활동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3시간을 발행합니다.
캠프에 참여 전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두볼]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해
당기간에 봉사활동참여신청을 진행 후 입소해야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기타 문의 및 상담
☎ “응답하라! 2016” 캠프 운영팀 : 043)830-2170 / 043)830-2181
0303)0943-2192(FAX)
장혜정 선생님 god109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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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집결 및 해산 / 캠프장소
집결 안내
1.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버스(셔틀버스 운영) – 출발시간 10분전 도착
구분
입소

장소

탑승위치

셔틀 출발 시간

괴산터미널

버스 정류소 앞

14:30

송면 터미널

터미널 앞

15:20

 동서울 터미널 → 괴산버스터미널 (60분 간격) 2시간 소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 송면터미널 (11시20분, 14시, 15시) 1시간 20분소요
2. 자기 차량 이용자 오시는 길

해산 안내
1. 캠프 활동 종료는 11시 30분입니다. 종료 후 점심식사까지 마치면 13:00경이 됩니다. 자가
차량으로 퇴소하는 분은 13:0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2. 대중교통으로 퇴소하는 경우 13:20분에 셔틀버스가 출발하며,
송면터미널 13:40분 도착 → 괴산터미널에 14:10분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대중교통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및 식사
1. 4인 1텐트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베게, 침낭이 제공되며, 침낭, 베게 커버는 따로 제공합니다.
2. 식사는 매끼니 국 포함 5찬으로 제공되며, 저녁식사는 자가취사로 진행됩니다.
일과종료 후 간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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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참가비 세부내역/환불요청
구분/비용

초등 참가자 비용

중등 참가자 비용

숙박비

숙박 20,000*2일=40,000

숙박 20,000*2일=40,000

6,000*4식=24,000

7,000*4식=28,000

10,000*2식=20,000

11,000*2식=22,000

자가취사(1일차:닭고기, 2일차:바베큐)

자가취사(1일차:닭고기, 2일차:바베큐)

재료비 : 15,000

재료비 : 20,000

프로그램 운영비 : 20,000

프로그램 운영비 : 25,000

간식비

4000*3회=12,000(저녁일과 후, 등산)

4000*3회=12,000(저녁일과 후, 등산)

총액

\131,000

\147,000

식비

캠프 활동비

환불요청
①환불신청서 작성 담당자 메일로 발송
환불방법

② 환불시기 : 환불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③ 캠프시작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비율

기준

활동비 제외

재료비 제외

100%로 환불

50%환볼

캠프시작일 기준

~캠프시작

캠프시작 1일전

1주일 18:00이전

1일전 18:00이전

18:00이후~캠프당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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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환불신청서
캠프명 :
이름
연락처

환불사유

※ 입금자명과 은행이 처음과 같아야 합니다. ※
환불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환불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자필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