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

참가 서약서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2014년 7월 28일에서 8월 3일까지의 제 3회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 참가 기간 중 아래 규정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본인은 청소년 캠프의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청소년 캠프 운영진과 유엔협회세계연맹 직원들의 지시 및 주의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청소년 캠프 내의 참가자, 운영진 및 직원들을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청소년 캠프 기간 동안 흡연, 음주 및 기타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청소년 캠프의 진행 장소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사유 재산 및 시설을 파손하지 않고, 파손

시 변상하겠습니다. 

6. 본인은 청소년 캠프 기간 동안 개인 물품의 절도,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은 청소년 캠프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 본인은 청소년 캠프 기간 중 본인의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하며, 촬영된 자료가 운영진 및 유엔협회

세계연맹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9. 본인은 청소년 캠프의 목적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참가 협조하겠습니다. 

10. 청소년 캠프 참가자 _______________________와(과) 그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이 서약서의 내용

을 이해하였으며, 본인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                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 

기숙사 입사 서약서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2014년 7월 28일에서 8월 3일까지의 제 3회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

년 캠프 참가 기간 중 경희대학교 제 2 기숙사에 입사하여 아래 규정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경희대학교 제 2 기숙사의 규칙과 관리자의 지시 및 주의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2. 기숙사 내 기물 파손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의 과실 혹은 의도로 파손, 훼손, 혹은 분실된 기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비용을 변상하겠습

니다. 

4. 호실 내 흡연, 음주와 같은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숙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 및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참가자 간의 호실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7. 기숙사 규칙에 어긋난 물품을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8. 기숙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9. 타인의 물품을 절도 및 훼손 하지 않겠습니다. 

10. 다른 참가자들 및 기숙사 관련 관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11. 기숙사 열쇠를 남에게 양도하지 않고, 분실 시 변상하겠습니다. 

12. 매일 실시하는 점호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3. 점호 이후에 무단 외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14. 퇴실 시 관리자에게 점검을 받고, 퇴실 승인을 받겠습니다. 

15. 청소년 캠프 참가자 _______________________와(과) 그 보호자 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이 서약서의 내용

을 이해하였으며, 본인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참가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                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