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스카우트 대원 모집 안내
1. 가입 대상 및 모집 요강
○
○
○
○

모집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학생
모집기간 : 2022년 4월~6월까지
모집인원 : 각 지역별 100명
지역대 모집지역 :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안산, 평택, 군포, 의왕, 화성, 오산, 광
주, 하남, 김포, 시흥
○ 가입문의 및 신청방법 : 아래 지역 중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의 연락처로 문의 후 가입
○수원 010-6388-1013 / 010-6204-6705 ○성남·광주·하남 010-4711-2726
○안양·과천·군포·의왕 010-8726-4977 ○부천 010-8793-5542 ○안산 010-3362-6941
○평택 010-6750-3630 ○오산·화성 010-7552-1018 ○시흥 010-9284-4225
○김포 010-3008-1612 / 010-3886-7559
※ 기타 문의 : 031-257-7761~2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사무처)
2. 활동비
○ 가입비 : 25,000원
○ 활동 참가비 :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 여부에 따라 납부
3. 대원들 교육 및 인솔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고 스카우트 경력이 풍부하신
대장님께서 지도를 하십니다. 스카우트 지도자의 직업군은 학교 교사, 공무원, 기업인, 대학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활동 이외에도 대장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원들에게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대원 구성 및 운영방법

초등학교(컵스카우트)·중학교(스카우트)·고등학교(벤처스카우트) 학생이 함께 활동
하고 있으며, 각 교급별로 프로그램을 달리 구성하여 연령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지역대 주요활동
인성함양
SCOUT!
글로벌빌리지캠프
(세계시민의식함양)
환경캠프
(환경의식 함양)
1日1善 활동

신나고 재미있는
SCOUT!
어드벤처 스카우트
(짚라인&에버랜드)
익사이팅 스카우트
(스포츠몬스터)
신나는 마술캠프
농촌체험활동

나눔을 행하는
SCOUT!
유스필란트로피
(나눔교육 프로그램)

세계와 함께하는
SCOUT!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년 새만금 개최)
회원국과의 국제교류활동

4개의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성함
양 프로그램을 통해 대원들에게 리더십과 협동심, 배려, 나눔, 국제감각 등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활동은 주말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시하며, 평균 한 달에 1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당일, 1박 또는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6. 지역대 활동 지역
주 활동지는 대원 거주 지역 일원이며, 활동 내용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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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카우트 대원이 되면
○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 기 간 : 2023. 8. 1(화)~12(일)
-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 참가자격 및 대상 : 스카우트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중·고등학교 대원
※ 2022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대원부터 참가 자격이 주어짐.
○ 영문활동증명서 발급(외국 대학 진학 시)
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입학 시 성적 이외에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스카우트 활동은 대학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다양한 포상 기회 제공
한국스카우트연맹 포상 및 도교육감, 국회의원, 도지사 등 대외 포상

2022년 스카우트 가입신청서
학 교

이 름

학 년

성 별

집 전화

대원 폰 (있는 사람만)

생년월일
주 소
학부모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스카우트 연간 활동에 있어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원서에 기재
한 항목에 대하여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스카우트 활동 기간 동안에만 활용되며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
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며 원서를 제출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대원 :

(서명)

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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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