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의 서

  본인(각 교회 담당자)은 청소년 JESUS ARMY 규정 

및 스탭과 관리자의 통제에 따를 것이며 이에 반할 시 

하단에 명시된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집회 기간 내에 지나친 건의로 청소년JA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진행과 관련된 모든 문의/건의사항은 등록팀에서 안내해 드리겠사오니, 원활한 진행

을 위해 타 스텝에게는 삼가주십시오. 

※ 자세한 건의 사항은 집회 기간에 나눠드릴 설문지 란에 작성해주시면 집회 이후에 참고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벌 점 안 내 - 

¡ 벌점이 100점이 될 경우 퇴소 조치가 이루어지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본  인 :         (인) 

보호자 :     (인)   

      청 소 년 지 저 스 아 미

내용 점수 내용 점수

 스텝과 교사에게 욕설, 반말 등 무례한 

행동을 한자
50점  시설물 훼손자 (변상조치) 40점

 숙소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한 자 30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자 퇴소

 외부 간식을 반입한 자 50점  무단 외박자 퇴소

 외인 동숙자 이성 - 퇴관 동성 - 50점  예배/강의 진행 방해자 퇴소

 각 예배, 행사 1회 불참 시  50점  무단으로 이성의 방에 출입한자 퇴소

 취침시간 불 이행자 30점  관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폭행 퇴소



환불 규정

 청소년 JESUS ARMY는 보다 나은 캠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환불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행사에 필요
한 부대비용, 식대, 숙박비용이 지출되므로 현장에서 인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등록절차 후 등록비를 완납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2. 등록 절차 후 대금 지불 안내 
- 10명 이상 단체등록 시 50% 이상 선금을 납부하시고 캠프 시작 열흘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 돈을 다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개인은 개인 신청(인터넷 접수), 교회/단체는 양식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
친 후, ‘등록확정‘ 게시판에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캠프 환불 규정 
- 100% (캠프시작 30일전)
- 70% (캠프시작 2주전)
- 50% (캠프 시작 일주일 전)
- 20% (캠프시작 3일 전)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단체와 개인은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
다.

▶ 모든 환불 건은 컨퍼런스 마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
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