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카우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922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0년간 눈부신 대한민국 성장사의 이면에서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건강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새로운 도약의 시작

스카우트에 가입하려면?

청소년 교육의 1번지, 스카우트운동

열리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카우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스카우트는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된 범 세계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야영 및 체험활동, 봉사활동,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3개국과 연계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해외 청소년들과
우정을 나누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계
다.

련장에서

1. 매년 3월~4월 초 지도자(대장님)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
2. 신청서를 담당 지도자(대장님)가 취합하여 한국스카우트연맹 대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한 후 소속연맹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스카우트 대원이 됩니다.

또한, 대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 ‘참된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입니다.

3.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는 매년 등록을 새롭게 합니다.
- 대원 자격 : 만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지도자 자격 : 만19세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 남녀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스카우트활동을 통한 국제적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하였고
에 이어
.

★학교에 스카우트가 없는 경우, 소속 지방·특수 연맹에 문의 하세요!

잼버리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스카우트가
스카우트가 될 수 있어요! 문의사항은 가까운 연맹으로 연락주세요”
연맹명

연락처

서울북부

02-755-6402

우편번호

026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4길 87, 계종빌딩 3층

주소

충남 . 세종 041-635-1340

연맹명

연락처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150번길 10, 센트럴 뉴-스퀘어 3층 305호

서울남부

02-785-4178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202호

전북

063-232-8100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

부산

051-467-3661

480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825호

전남

061-287-2727

5856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14, 4층

대구

053-743-0900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4, 4층

경북

053-941-9017

41542

인천

032-762-5801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62

경남

055-284-1165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오피스플라자 502호)

광주

062-385-6500

6196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86, 6층 (K빌딩)

제주

064-751-4234

63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전3길 34-1

대전

042-252-3579

3483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49번길 6(선화동 135-5번지)

가톨릭

070-4366-4871

030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6, 4층

울산

052-245-6801

4442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3번길 61, 두산위브더제니스 703호

원불교

070-7011-6880

54535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57 원불교스카우트

경기북부

031-853-2071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107-62

불교

02-722-9033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403호

경기남부

031-257-7761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8, 502호

기독교

032-423-8215

2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31 새인천교회

033-254-2653

24207 강원도 춘천시 신샘밭로89(강원도청소년수련원 2층)

중앙훈련원 031-967-9164

102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107-62

043-266-4154

2820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97번길 28, 3층

중앙본부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0층

02-6335-2000

우편번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6길 10-1

Draw
Your Dream

청소년은 스카우트운동의 미래입니다 .
Draw Your Dream 은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꿈을 그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 이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잼버리, 평화잼버리,
환경잼버리로 명명하고 지구촌이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청소년 대축제로 기획하여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히 기억되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세계스카우트잼버리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스카우트의 국제행사로 4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가 스카우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세계
스카우트들에게 있어 만남의 장이자 우정의 장이며 즐거움의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는 건 고성 세계잼버리 이후 32년 만입니다.
163개국의 스카우트 회원국 중 오직 17개국만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였고
이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로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6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카우트대원만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제이자 무대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 함께 준비해요!

가입하자! 스카우트!
Creative and Diverse Program

행사개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2023년 8월 1일(화)~12일(토), 12일간

장소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참가연령
2023년 기준, 만13세~18세 청소년,
대학생 및 지도자는 Staff로 참여 가능

참가자격
2023년 기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년이상 회원
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대원
2023년 기준 1급 스카우트 이상 진급한 대원

참가규모
172개국 회원국, 50,000여 명의 대원 및 지도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SNS 채널을
채널 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의견 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지루할 틈이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2년도까지 전 세계 스카우트로부터
기발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