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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9회 전남연기캠프 
참가자 집결 및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제9회 연기캠프 관련 참가자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사무실(061-744-2271)로 문의 주십시오.

1. 연기캠프 출발 안내
 - 집결 시간 : 2019년 7월 30일(화) 오후(낮) 12시 50분
 - 집결 장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 팔마실내체육관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자세한 위치는 아래 사진 참조)
              ※ 시간에 맞춰서 집결할 것 / 지각금지!
              ※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 필수 지참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 대리출석X)
              ※ 출석 확인 후 전남영상위원회 인솔 하에 45인승 버스 2대로 단체 이동
              ※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로 직접 올 학생은 사전연락 할 것

2. 입·퇴소식 / 작품시사회 안내 (※학부모 및 지인 참관 가능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입소식 : 7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 작품시사회 :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전남 순천시 금곡길 20 순천청소년수련관
 - 퇴소식 : 8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입·퇴소식은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작품 시사회는 순천청소년수련관에서 진
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준비사항 안내 
 - 4박 5일 동안 생활할 충분한 여벌옷(티셔츠, 바지, 양말, 속옷, 여름점퍼, 개인슬리퍼 등)
 - 필기도구, 세면도구 및 수건, 개인 컵, 우천대비 개인 우산 필히 지참
 - 야외활동이 많을 예정이니, 선크림이나 모자 등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물품을 지참해 주세요.
 -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가져오지 마시고, 혹시 가지고 오더라도 사전에 전남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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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담당자에게 맡겨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 현금의 경우 손실이나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교육 지급품목 : 반팔티 1벌, 보틀 1병, 명찰, 볼펜, 교육책자

 4. 기타 안내 사항
  - 연기캠프 활동사항은 간단한 일지 및 사진과 함께 전남연기캠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올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남연기캠프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nfccamp)”에 접속하시면 아이들의 캠프참여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캠프 시작 전 반드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인솔 담당자 : 허현송 선생님 010-9525-1972
    ▪ 진행 담당자 : 황규택 선생님 010-2630-0224
    ▪ 사무실 : 전남영상위원회 061-744-2271
  - 상비약품(여성용품, 렌즈세정액 포함) 및 응급처치 약품은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복용 중인 약 또는 필요한 의약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캠프 참가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캠프 참가기간 동안 교육의 집중도를 위해 개인 SNS 금지(핸드폰 사용 자제) 
  - 학생 간의 사건사고(욕설, 폭력, 다툼, 흡연, 음주 등)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린 후 
    즉시 퇴소 조치
  - 흡연, 음주 금지
  - 사건사고 및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제외한, 단순 사유로 인한 조기퇴소 불가
  - 교육기간 동안 배부된 본인 명찰을 반드시 착용할 것
  - 본인 물건은 분실에 주의하고, 스스로 챙기기(귀중품 사전에 맡기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현장 외 외출 시 사전보고 후 허락을 맡고 이동할 것
  - 일정에 잘 따르며, 교육에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 지정된 방에서 취침하고, 이성의 방에 출입금지
  - 몸이 안 좋거나, 주변에 환자 발생 시 즉시 진행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