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참가자 리스트 작성 및 접수비 완납 

1) 2020년 1월 11일 23시 59분까지 참가자 리스트를 shakerscamporg@gmail.com로 보내주세요.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자 리스트 양식은 예약비를 납부하신 후에 접수 신청 시 기재하신 메일로 발송됩니다. 

(2) 참가자리스트 양식은 엑셀 파일로 발송해드리며, 엑셀에 있는 시트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접수 신청하신 인원 외에 접수 기간 내 추가된 인원이 있으시다면, 참가자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추가된 인원을 반드시 기록해주세요. (현장에서 인원 추가 시 접수비 7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4) 참가자리스트 학생 명단 기재 시, 학년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5) 참가자리스트를 발송하신 후에 참가자리스트 내용에 수정사항이 생기셨을 시,  

파일을 수정하셔서 파일명과 제목에 수정 날짜를 기입하신 후에 재발송 부탁드립니다. 

(6) 최종 참가자리스트 발송 순서대로 방 배정이 이루어지오니 가능한 빠른 발송 부탁드립니다. 



 
 2) 예약비(1인 1만원)를 제외한 접수비 잔액을 1월 11일까지 우리은행 1005-802-976525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로 

  송금해주세요. 
 

 

 

2. 접수 및 환불 규정 
접수 및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따로 첨부하오니, 반드시 열람하셔서 환불 규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 조 배정, 숙소 배정 관련 사항 
1) 조 배정 

- 쉐이커스 청소년 정독캠프는 취침시간과 교회별 모임시간, 정.참.시 시간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시간에는 캠티(camp- 

  teacher)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조는 여러 교회 학생들을 섞어서 배정하며, 참가자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조당 10~13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캠프 전체 참여 인원 및 캠티 수에 따라 조당 배정되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 배정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참가자리스트 요청사항란에 반드시 기재 부탁드리며, 캠프 중에 조 

  변경이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청사항란 기재 예 : 조 배정 시 김믿음, 김신앙 같은 조로 배정해주세요,/ 박소망, 이사랑은 다른 조로 배정해주세요.) 

- 한 조에 같은 교회는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까지 배정 가능합니다. 3명 미만으로 배정하기를 원하시는 교회 역시 

  요청사항 란에 기재해주세요. (교회의 인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숙소 배정 

- 숙소는 교회 별로 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인원 수에 따라 다른 교회와 같은 호실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숙소는 캠프 본부에서 인원 수에 맞게 교회 별로 호실을 배정해드리면, 호실별 명단은 자율적으로 교회 내에서 

  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캠프 본부에서 참고해야하는 숙소 배정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으면 참가자리스트 요청사항란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 : 믿음이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입구와 가까운 방으로 배정 부탁드립니다.) 
 

 

  

4. 캠프 당일 도착 및 접수 관련 안내 

1) 캠프 당일에 접수는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접수 장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2) 오후 2시 이후에 도착하신 교회는 숙소에 들어가실 수 없으며, 첫 날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역자에 한해 숙소에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캠프 당일에 참가자 리스트에 기록되지 않은 신규 참가자가 있을 시에는 접수 차수에 관계없이 접수비 7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5. 캠프 기간 동안의 유의사항 
1) 캠프 진행 본부 및 의무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  

-  

-  
2) 이름표 착용 

- 이름표를 캠프 기간 동안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름표가 없을 시 식당 및 예배당, 생활관 입장이 불가합니다.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름표를 분실한 경우 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주세요. 

-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은 본부로 오셔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주세요. 

3) 예배당 안으로 생수 외의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4) 예배 시작 후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일정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취침 시간 이전까지 숙소 출입이 불가하오니, 학생들이 양치도구 및 복용하는 약 등    

 필요물품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6) 쉐이커스 청소년 정독캠프는 기상 및 취침시간과 교회별 모임시간, 정.참.시 시간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시간에는  

캠티(camp-teacher)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7)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교회 교역자 및 선생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게 됩니다. 

                      8) 기상 및 취침 시간 등에 숙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교회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캠프장 내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본 캠프에서 준비한 카메라로 촬영해드립니다. 사진은 캠프 후 쉐이커스 캠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쉐이커스 페이스북 계정 : @shakers camp) 

 

 

6. 준비물 및 유의사항 안내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여벌 옷, 속옷, 수건, 양말, 복용중인 약, 보조가방, 개인 침구(침낭, 

담요, 베개 등), 개인 물병 (캠프장 내에서 물병, 컵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물병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숙소에 기본으로 침구류는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 침구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참해주세요. 

- 학생들이 귀중품, 게임용 카드(화투, 포커 등), 취사도구 등은 절대로 지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둘째날 저녁 교회별 모임시간 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나 첫째 날 저녁에는 배달 음식, 컵라면 등 

냄새가 나는 간식은 금지합니다.  

월요일 (1/13) 본부 접수시 ~ 오후 11시 30분까지 운영 (의무대는 오전 1시까지 운영) 

화요일 (1/14) 본부 오전 8:00 ~ 오전 1시까지 운영 (의무대는 오전 2시까지 운영)  

수요일 (1/15) 본부 오전 8:00 ~ 오후 12시까지 운영 



- 간식을 준비하고자 하신 교회는 타 교회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의 간단한 다과(사탕, 젤리, 

개별 포장된 과자 등) 정도로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둘째 날 저녁 교회 별 모임 시간에 간식이 필요하시면 교회 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배달 음식이 가능합니다.) 

- 본 캠프는 행사 보험만 적용되므로, 여행자 보험이 필요할 시에는 각 교회 별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7. 문의 
- 문의 가능 시간 : 월-토 10:00~19:00 

- E-MAIL : shakerscamporg@gmail.com 

  - 카카오톡 채널 : @shakers ministry 

- TEL : 02.334.8575 (가능시간 : 15:00 ~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