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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안)

1. 사 업 명 : 제17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

(The 17th Girl Scout International Camp, Korea)

2.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구촌 청소년들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

로써 도전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함

￮ 분단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

민국의 과거와 현재, 북한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며 남북이 한민족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여 준비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8월 5일(월) ~ 9일(금), 4박 5일

참 가 자 4박 5일 - 2019. 8. 5(월)~9(금)

2박 3일 1기 2019. 8. 5(월)~7(수)

2기 2019. 8. 7(수)~9(금)

운 영 요 원 6박 7일 - 2019. 8. 3(토)~9(금)

￮ 사업장소 : 세계잼버리수련장 (강원도 고성)

￮ 사업주제 : 평화를 위한 Connect! Grow! Impact!

￮ 참가규모 : 25개국 4,000명

국내외 걸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국내 일반 청소년 및 지도자

국내 거주 외국 청소년 및 지도자, 재외동포

사회적배려/장애/보호관찰/북한이탈가정/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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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후    원 : 여성가족부

￮ 지 급 품 : 티셔츠, 스카프, 기념패치, ID카드, 야영수첩, 참가증

￮ 급식방법 : 단체급식

￮ 엠 블 렘

#평화 #부둥켜안기 #즐거움 #어울림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염원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야영의 목적을 형상

화함

서로 다른 친구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즐겁고 신

나게 하나가 되어 즐기는 모습을 표현함

￮ 주요활동

∙공연행사 및 부대행사

개영식, 국제평화의 밤, 축하공연(2회)

대별친교, 마을영화제, 무궁화·샛별의 밤, 폐영식 등

∙과정활동(안)

4차 산업혁명 활동, 창의·과학활동, 어드벤처활동, 안전활동, 환경활동, Free 

Being Me 활동, 숲체험활동, 역량개발활동 등

DMZ 평화·통일·생태체험·탐방활동 등

체험전시(土닥土닥 에코탐험 우리흙학교, 4차 산업혁명, 통일 등), 참가국 전

시관, 캠페인 등



- 3 -

￮ 기준일정

8/5(월) 8/6(화) 8/7(수) 8/8(목) 8/9(금)

07:00
기상/세면

아침식사08:00

09:00

과정활동 과정활동 과정활동
퇴영

(전일정)

과정
활동
(2기)

10:00

11:00

12:00

점심식사
중식

(전일정)

퇴영
(1기)

점심식사

퇴영
(2기)

13:00

14:00

과정활동
과정
활동

(전일정)
과정활동

15:00

입영

(전일정/1기)
입영
(2기)

16:00

17:00

저녁식사18:00

19:00

개영식

대별친교
마을영화제

소녀‧연장‧연구대의 밤
폐영식

(1기, 마을별)

국제
평화의 밤

대별친교
마을영화제
무궁화‧샛별의 밤

폐영식
(본부/마을별)

20:00

21:00

22:00

* 상기 일정은 행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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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야영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학교 및 학원의 과중한 수업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려 날로 피폐해지는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야영생활을 경험함으로

써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

￮ 세계에 지역사회 홍보 및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사회 및 우리나라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50개국 1,000만명이 활

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청소년 사회교육단체인 걸스카우트를 통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 제고

￮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야영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 평화통일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통일관 형성,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며 세계시민의식 고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며 글로벌 리더십 함양

￮ 한류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및 DMZ 홍보

축하공연, DMZ 및 주변 탐방활동 등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류문화 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 한류문화와 DMZ를 널리 홍보

5.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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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영생활 방침

가. 설영

￮ 대별로 숙영텐트를 준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영을 위한 물품과 도구 일체 : 대별로 계획하여 준비)

￮ 바닥의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꺼운 비닐과 깔개를 반드시 준비한다.

￮ 사전에 운영본부에서 배정한 구역 내에만 텐트를 설치한다.

￮ 우천시를 대비하여 덧천막(플라이천막)을 준비하고 배수로는 원칙을 숙지하여 상

황에 맞게 파도록 한다.

￮ 야간에 천막 당김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줄에 야광표시물을 달아둔다.

나. 식사방법

￮ 식사는 단체급식으로, 마을별로 정해진 배식처에서 배식한다.

￮ 마을 운영요원은 참가자들과 함께 정해진 배식처를 이용한다.

다. 의료지원

￮ 운영본부에 야영병원을 설치하고, 의료진을 전기간 상주하도록 하여 운영하며, 

긴급환자수송을 위해 구급차를 배치한다.

￮ 야영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후송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과정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활동장에 응급처치요원을 배치한다.

라. 건강위생

￮ 야영생활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 평소 복용하는 약품 이외에 일회용 반창고, 연고, 소독약,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 등을 지참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쓰레

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실시한다.

마. 안전관리

￮ 영내 질서유지 및 참가자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학부모 포함)

￮ 구급차, 소방차, 배식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 지정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영

지 내 진입 및 운행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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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대개최현황

대회명 기간 장소 주제 참가인원

제1회
국제야영대회

1970.08.07(금)
∼13(목)

태능 힘차게 잡는 손에 알찬 내일이 746명

제2회
국제야영대회

1976.08.02(월)
∼08(일)

서울여대 내 나라를 깨끗이
내 이웃을 따뜻이

1,269명

제3회
국제야영대회

1981.08.04(화)
∼10(월)

서울여대 우리는 하나 2,323명

제4회
국제야영대회

1985.07.25(목)
∼30(화)

덕유산야영장 참여, 발전, 평화 3,557명

제5회
국제야영대회

1989.07.25(화)
∼28(금)

미사리
조정경기장

평화의 전달자, 걸스카우트 5,587명

제6회 
국제야영대회

1993.07.29(목)
∼08.04(수)

제주도 비자림
청소년수련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1,726명

제7회
국제야영대회

1997.07.25(금)
∼31(목)

덕유산야영장 소중한 우리,
우리가 만드는 세계

6,538명

제8회 
국제야영

2001.07.25(수)
∼31(화)

덕유산야영장 Action 2001, 힘찬 비상 9,882명

제9회
국제야영
(국제청소년평화캠프)

2003.08.05(화)
∼09(토)

세계잼버리
수련장

Let's go for Peace 9,920명

제10회 
국제야영

2005.08.08(월)
∼14(일)

덕유산야영장 Green, Giving, Global 10,959명

제11회
국제야영
(국제도전캠프)

2007.07.23(월)
~27(금)

덕유산야영장 도전! 세상을 바꾸는 힘
Our Challenge for the Better 
World

10,088명

제12회
국제야영

2009.08.05(수)
~11(화)

인천대공원 및
인천 인근지역

Make Your Tomorrow 8,877명

제13회
국제야영

2011.07.25(월)
~31(일)

세계잼버리
수련장

Plant! Grow! Share! 8,600명

제14회
국제야영

2013.07.28(일)
~08.03(토)

고산자연휴양림
내 캠핑장(완주)

We, Lead the Change! 5,888명

제15회
국제야영

2015.07.30(목)
~08.05(수)

세계잼버리
수련장

Free Being Me
소중한 나, 자유로운 나

4,381명

제16회
국제야영

2017.07.31(월)
~08.06(일)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Act! Connect! Empower! 4,7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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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요원 참가안내서

1. 참가자격

2019년 걸스카우트 회원 가입 후 참가신청 가능

￮ 야영 전 기간 동안 봉사할 수 있으며 중앙본부 또는 지방연맹 추천을 받은 지도자 

또는 영리더

￮ 특정 분야 전문가 또는 기능보유자

※ 외국인유학생(아래 모든 항목 해당자)

⁃ 한국거주 외국인 학생

⁃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 가능자

⁃ 자국의 문화소개 부스 운영 또는 아래‘3. 활동내용’가능자

* 부스운영비는 본부에서 실비 지원 예정(사전협의 필요)

2. 활동기간

2019년 8월 3일(토) ~ 9일(금)

￮ 입영 : 8월 3일(토) 15:00 / 퇴영 : 8월 9일(금) 11:00

⁃ 개별 또는 운영요원 버스로 입·퇴영

⁃ 운영요원 버스 : 8/3(토) 11:30 안국동 조계사 앞 출발 예정

(사전신청, 선착순)

￮ 사전훈련 : 8월 3일(토) 15:00 ~ 5일(월) 15:00

￮ 야영활동 : 8월 5일(월) 15:00 ~ 9일(금) 11:00

* 본부별 사전교육 및 회의(필요시)

3. 활동내용

본부 운영요원 활동

(시설·물자·환경·안전·배식 관리, 홍보활동, 공연행사·부대행사·과정활동 운영, 

국내·외 참가자 지원활동 등)

4. 업무배정

참가신청서의 희망업무 기입내용, 활동경력, 팀워크 등 고려하여 기획조정본부에

서 조정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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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2019년 걸스카우트 회원 등록 후 소속 지방연맹 또는 중앙본부에 운영요원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 참가신청서 : 양식은 국제야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

￮ 참가비 : 70,000원(비회원 80,000원 / 회원등록비 10,000원 포함)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13-04-108162 (사)한국걸스카우트연맹

⁃ 환불기준 : 7월 4일 24:00 이전 취소 시       → 참가비 100%

7월 5일 00:00 ~ 8월 2일 24:00 → 참가비 50%

8월 3일(입영 당일) → 지급품만 지급

6. 신청마감 : 2019년 6월 17일(월) 24:00 (*선착순)

7. 지원사항

1) 대학생(영리더)의 경우 참가비(70,000원) 지원 : 활동기간 전 기간 동안 모든 

일정에 성실히 참가한 경우 행사 종료 후 지급

2) 텐트, 식사, 지급품(티셔츠, 스카프, 기념패치, ID카드) 제공

3) 왕복교통편(운영요원 버스) 제공

4) 봉사시간 부여(1365자원봉사포털에 봉사실적 등재)

5) 포상 기회 제공(우수한 활동 참여로 추천을 받은 경우)

8. 준 비 물 : 우천에 대비하여 비닐팩 등으로 방수 조치 필수

￮ 야영복(걸스카우트 회원인 경우), 반팔/긴팔 티셔츠, 반/긴 바지, 모자, 윈드자

켓, 우비, 여벌 내의와 양말

￮ 운동화, 아쿠아슈즈, 슬리퍼(활동 중에는 착용 불가)

￮ 배낭(큰 것, 활동용), 침낭, 개인깔개(침낭용), 공기베개, 손전등, 면장갑, 휴대용 물통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개인상비약, 자외선차단제, 모기퇴치제 등

9. 문 의 처

￮ 야영참가 : 김은령 과장(02-733-6807, erkim@girlscout.or.kr)

￮ 회원가입 : 지연경 대리(02-733-6803, ykji@girlscout.or.kr)



  참가신청서(운영요원)

업 무 배 정 (운영본부에서 기입) 국 적 (외국인인 경우 기입)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연맹명, 단위대명, 직책 기입)

직장/직위 (학생인 경우 학교, 학과, 전공, 학번 기입)

생 년 월 일 성 별 □ 여    □ 남

휴 대 전 화 유 선 전 화

이메일주소

신 체 사 항 신장 :    ㎝ / 몸무게 :    ㎏ / 혈액형 :  형(□RH+ □RH-)

훈 련 이 수 □기본강습 □상급강습 □기본훈련강사 □상급훈련강사

국 제 야 영
봉 사 경 력

(최근 6년 이내 / 예 : 제16회, 관리지원본부, 야영안전부 부원)

희 망 업 무 (본부명, 부서명 등 기입)

외국어능력 □영어 □일어 □불어 □기타(           ) / □상 □중 □하

티셔츠크기
*조견표 참조

□XS(80) □S(85)   □M(90)     □L(95)
□XL(100) □XXL(105)   □XXXL(110)     □XXXXL(115)

위 본인은 제17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의 규칙을 준수할 것
을 다짐하면서 참가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
영기간 중 본인의 초상이 사진 또는 영상물에 기록되어 향후 걸스카우
트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야영기간 중 일어나는 의료상 
조치에 대해서는 소속 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

<확인>
등록 참가비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귀중

※ 참가신청서 : 국제야영 웹사이트(https://www.girlscout.or.kr/camp_2019)에서 다운로드 가능

※ 등록 및 참가비 확인 : 사무처에서 기재

※ 유학생 운영요원 : 외국어능력 ‘기타’에 ‘한국어’ 입력 및 구사능력 표기



걸스카우트 가입신청서
(국제야영 운영요원 또는 대지도자 중 신입회원용)

성 명 (한글) (영문)

직장/직위 (학생인 경우 학교, 학과, 전공, 학번 기입)

생 년 월 일 성 별 □ 여    □ 남

휴 대 전 화 유 선 전 화

이메일주소

주 소

활 동 경 력 (걸스카우트 또는 타단체 활동경력)

첨 부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사용 동의서(지도자용) 1부.

위 본인은 걸스카우트 회원이 되고자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귀중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사용 동의서(지도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필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책

행사참가 및
활동경력의

기록 및 보존

￮서면자료 : DB화 직후 
또는 익익년도 2월말 
이전에 파기
*직원의 경우 준영구
￮ DB : 준영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
한 동의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전화번호(일반 또는 휴대),
이메일, 주소

소식 알림
및 연락망

￮서면자료 : DB화 직후 
또는 익익년도 2월말 
이전에 파기
￮ DB : 준영구

*필요시 수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
한 동의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최종학력, 자격사항 인력 활용

비상연락처, 혈액형, 신장, 
몸무게, 티셔츠 치수, 국적

걸스카우트
행사 참가 시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
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청구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연락처, 
입금계좌 정보

활동 시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계약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
며, 동의거부 시에는 상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청구
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이름, 생년월일,
봉사실적

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봉사실적 등재 및
NEIS 등재신청을 
위한 봉사실적

정보 제공

준영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
며, 동의거부 시 인트라넷에 
등록된 봉사활동실적에 대
한,  1365자원봉사포털사이
트 등재 및 이를 통한 NEIS 
등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요시]
(대행업체명)

[필요시 항목 조정]
이름, 성별,
생년월일

(예시)
땅굴견학을 위한 
군부대 출입허가

행사
종료 시

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
며, 동의거부 시에는 행사참
가가 불가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활동 사진
및 영상

홍보자료에 활용, 활동 기록 및 보존
* 필요시 수집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준영구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사
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
며, 동의거부 시에는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이 문서는 수집일의 익익년도 2월말에 파기됩니다.
2019년 00월 00일

본      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