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019년 여름 청소년 등잔불 캠프 안내
청소년 등잔불 캠프는 공동체 안에서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사귑니다. 

 개요
주제 : Stand Up Church!_ 사도행전 읽기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25일(목) (3박 4일)

장소 : 안성 영락수양관(안성시 삼죽면 국사봉로 308-27) 

회비 : 120,000원(중1~고3 / 선착순 70명)

등록 및 접수 : 02-982-1226(북서울지부) 

 등록안내
1. 북서울지부(☎ 02-982-1226)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구글신청서 https://forms.gle/pYsi4TAkAPAEDM3Z9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www.su.or.kr, MINISTRY에서도 안내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등록비 입금순서로 등록이 마감되며,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비: 120,000원 / 기업 061-057284-01-022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교회는 총 등록비 금액의 50%를 선 입금 하셔야 하며, 7월 12일(금)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4. 캠프보험 적용은 캠프 기간(3박 4일) 동안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만 치료비가 지불됩니다.

5. 환불은 캠프 시작 10일 전까지는 전액, 5일 전까지는 50% 해드리며, 캠프장과 식대 예약 관계로 

  당일 환불은 불가합니다.  

6. 캠프장 도착은 개별적으로 캠프 시작일(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날은 저녁식사부터 제공하고, 마치는 날(25일)은 오전에 모든 프로그램 이 끝납니다. 

  * 교회 교사 및 부모님은 마치는 날(25일) 오후 12:00까지 캠프장에 오시면 됩니다.

7. 셔틀 운행 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캠퍼들은 미리 지부 사무실(02-982-1226)로 꼭 말씀해주세요. 

 * 대중교통 방법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준비물 
성경책과 필기도구, 청매,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칫솔, 치약, 샴푸, 비누, 수건 등), 개인약품(특정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꼭 지참), 기대하며 열린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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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1) 주소 : 안성영락수양관(안성시 삼죽면 국사봉로 308-27)

2) 대중교통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서초구) 또는 동서울 종합터미널(광진구)타서 안성종합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대기 중인 등잔불캠프 셔틀에 승차해 주세요. (* 셔틀은 오후 1시 30분 1회 운행됩니다. 이점 고려하여 

안성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 1시 30분 전에 도착해주세요^ )̂ 

3) 개인차량이용

경부IC  

  중부IC      

         

                                

평택음성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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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

  * 현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 간 7월 22일(월) 7월 23일(화) 7월 24일(수) 7월 25일(목)

6:30-7:00

2:00까지 
캠프장에 도착

기상 및 세면

7:00-8:00 성경묵상 및 묵상 나눔

8:00-9:00 아침 식사

9:00-11:00 성경읽기1
성경읽기4

닫는 예배
캠프 소감 나누기

작별인사

11:00-12:00 특강

12:00-2:00 점심 식사

집으로

2:30~3:30 찬양 / 여는 예배 성경읽기 2 성경읽기5 

3:30~5:00
오리엔테이션

달구기
공동체 활동

2019 하계
등잔불 올림픽

5:00~6:00 사도행전 개관

6:00-7:00 저녁 식사

7:00-8:00 팀웍 세우기 성경읽기 3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38:00-8:20 휴식

8:20~8:50 경배와 찬양
휴식

8:50-10:10 말씀과 기도1 말씀과 기도2 링페스티벌

10:10-10:30 모둠별 정리

10:30-06:30 취침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