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 생활 
▪학생 10~15명 당 1명의 담당 선생님이 배정되어 캠프 일정 내내 동행하게 됩니다.

▶방 배정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신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2인 1실로 

배정되며 4인 4실, 6인 3실 등 임의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 사용을 원하는 학

생이 있으면 신청 시 참고사항에 적어주시거나 연구소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당일에는 호실 변경이 힘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건강상태
▪질병 및 알레르기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땅콩, 견과류, 

참깨, 우유, 생선, 콩, 밀, 갑각류, 연체동물(바지락, 조개 등),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머스터드 등)

▶안전관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구급용품과 의약품은 실험실, 기숙사에 각각 상

비되어 있으며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자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 응급상황 또는 아픈 학생이 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인근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

습니다.

▶보험
▪캠프 기간 동안 학생 전원이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됩니다.

▪기숙사 및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성균관대학교)과 음식물 

영업배상책임보험(삼성웰스토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분실물
 개인 물품의 분실 우려가 있으니 고가의 제품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부탁드리며 개인 

용돈의 경우 적당히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분실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STS 창의과학진로캠프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원소방서 1588-6331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451

▸참조은 정형외과 031-252-8094 ▸주내과 031-227-7555

▸성대안과 031-298-8275  ▸율천파출소 031-293-2112



▶당부사항
▪고가품 및 고액의 현금은 소지를 금지합니다.

  - 현금은 20,000원 이상 지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고가품 :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등

▪운영본부에 맡기지 않은 물품 분실 시 운영본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 소지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 캠프시작 8일전 취소 쉬 100% 환불, 7~6일전 취소시 80% 환불

    5~4일전 취소시 50% 위 기간 이후 환불 불가

※ 시설물 사용 및 실험 재료 준비로 캠프 시작 7일 전 부터는 100% 환불

이 불가능 합니다.

▶입소 시 준비물
▪학습준비물 : 필기도구, 보조가방(이동시 A4사이즈의 책, 필기구를 담기위한 용도)

▪세면도구 :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수건, 화장품 등

▪의류 : 속옷, 양말, 여벌 옷 등(입소 시 슬리퍼 신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 개인 약품, 우산, 휴지, 개인 물컵, 슬리퍼(기숙사용), 드라이기, 잠옷 등

▪소지금지 물품 : 고가 물품, 거액의 현금 및 도난위험물품, 불건전행위용품(담배, 주류 

등 학생의 신분으로 소지해서는 안 될 물품이 적발될 시 바로 퇴소조치 합니다.)

※기숙사에는 베개와 이불만 준비되어있습니다.

▶활동사진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STS카페(http://cafe.naver.com/koreaests)에 일과가 끝난 후 

학생들의 조별 활동사진이 업로드됩니다.

▪모든 캠프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별 활동사진을 등록해주신 메일로 개별 발송됩

니다.

 

▶비상 연락처
▪STS연구소 : 031-295-4360 



※ 찾아 오시는 길 
 ‣ 첫 날 1시 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신관기숙사 B동 앞으로 오시면 됩니

다.

 ‣ 학생 확인 및 접수는 신관기숙사 B동 앞에서 1시부터 이루어집니다.

 ‣ 퇴소는 1박 2일의 경우는 4시, 2박 3일의 경우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진행됩니

다.

 

◈ 자가용 이용시

 ‣ 월암IC(좌회전) → 성균관대역(우회전, 지하차도 아래쪽) → 성균관대

 ‣ 서수원IC(좌회전) → 성대사거리(좌회전) → 사거리(우회전) → 성균관대

 ‣ 의왕IC → 지지대고개 → 발안,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

 ‣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

◈ 대중교통 이용시

1호선 성균관대역 하차 → 2번출구 → “성균관약국“에서 횡단 후 후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네비게이션 사용시

1.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신관 기숙사”으로 검색 (수원시 장안구) 또는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로 검색

                              



▶ 활동기록 확인서 출력 및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문의전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확인서발급담당자 02-330-2854, 02-330-2850  

 국가에서는 인증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누계관리 및 발

급하고 있습니다. 인증수련활동 기록 확인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종료 후 20일 이후부터 청

소년들이 인증수련활동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참여한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자기기입식 활동기록(포트폴리오)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활동지도자의 승인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활동기록확인서 출력



     



2. 포트폴리오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