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란?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
험활동을통해그들의잠재력을최대한개발하고,청소년자신및지역
사회와국가를변화시킬수있는삶의기술을갖도록하는국제적자
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개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포상단계(금장, 은장, 동장) 별 공통으로 4가지
포상활동(신체, 봉사, 자기개발, 탐험)을정해진일정기간이상활동하면서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참가대상 만 14~25세(생년월일 기준)

02 포상단계 동장 → 은장 → 금장

03 포상활동영역

•신체단련활동 : 신체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봉 사 활 동 :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자기개발활동 : 개인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탐 험 활 동 :자연을통해도전정신과환경의소중함을깨닫는활동
•합 숙 활 동 : 새로운 사람들과 가치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는 활동
※ 합숙활동은 금장 포상단계에서만 추가로 활동

04 기본이념

① 비 경쟁성 ② 평등성 ③ 자발성 ④ 유연성 ⑤ 균형성 ⑥ 단계성
⑦ 성취지향성 ⑧ 지속성 ⑨ 과정중시성 ⑩ 흥미

05 포상심의절차

운영기관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한국사무국 → 국제포상
협회사무국(영국)

참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금장
(만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만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만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탐험활동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합숙활동

4박 5일

금장에
한함

금장에
한함

포상 필수조건

01 연령 만 14~ 만 25세 생일 전 까지(주민등록번호 기준)

02 포상단계별최소참여연령

•동장 : 만 14세 이상

•은장 : 만 15세 이상

•금장 : 만 16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03 필수요건

•포상을받기위한조건은크게포상단계별최소활동시간이상활

동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만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 단계별 4가지 활동영역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은

반드시활동을마쳐야하며, 금장에한해서합숙활동을추가로해야

합니다.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은 1일활동시간이반드시 1시간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탐험활동은 1일하루평균야외활동시간이동장6시간,은장 7시간,

금장 8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활동은활동주기가 7일이상되어야합니

다.활동주기가 7일이내인활동은최소활동시간으로인정되지않

습니다. 그러나 7일이내활동한내용은포상요건으로인정되지않

을뿐,활동영역별기록확인서에는활동한만큼기재되어인증받게

됩니다.

•부모가 포상활동담당자, 포상담당관, 포상심의관이 될 수 없습니다.
※ 더자세한내용은소속운영기관또는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04 포상식

•매년 한국사무국에서 2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별도 공지함.
※ 포상식 전까지 활동을 마치지 못한다고 포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포상식이후또는그전에라도진학및취업에필요시포상심의가통과되면
온라인으로 언제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5 포상품

•뱃지,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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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위한
도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방법

Challenging
Young People Everywhere

우)440-7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 2층

TEL : 031-232-9385~5 FAX : 031-232-9388
http://www.gysc.or.kr

 



자발적인봉사활동을통해참여청소년들에게지역사회에대한책임감
을 부여하고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봉
사활동으로 꾸준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

01 참가방법

•자신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인지 조사
•자신의 연령과 경험에 적합한 활동인지 판단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지 고민

02 활동예시

지역사회
(시설)활동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아동독서지도활동 학습지도 등

청소년
단체활동

초등학생 지도 보조 역할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등

환경운동
활동

지역환경클린캠페인수해복구지원, 하천청소, 재활용품
배포 등

자선활동
김장담그기 및 배달 어르신 핸드폰 사용 도우미 위문
활동 등

응급활동
화재 봉사활동, 수상안전요원 활동, 구조선 활동, 재난
활동 협조 등

※ 봉사활동에 필요한 훈련(교육)과 행동을 반드시 병행하여 실시

자기개발활동은 참여청소년들에게 취미, 직업기술, 문화활동, 사회적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흥미를 찾게 하고 현재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
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노력하고 안내하는 과정을 배움

01 참가방법

•현재자신이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혹은완전히새로운프로그램
에 도전
•학교에서참여하고있는활동또는
직업과 관련된 일에서도 탐색
•스스로자기시간을투자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도록 준비

02 활동예시

신체단련활동은자신의평생습관으로연결될수있으며,자기수양및
인내를 통해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즐기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

01 참가방법

•신체단련활동에충분한지식또는
경력을 가진 지도자의 규칙적 지
도로 활동에 참여
•청소년 스스로 교과과정 이외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활동

02 활동예시

01 탐험활동의형태

•모험활동(expedition) : 공간 및 장소 이동이 많은 신체 활동
•탐사활동(exploration) : 정보 조사 및 수집활동

02 참가방법

•소그룹형태 : 4~7명
•기본교육, 예비탐험활동의 과정을 이수하고 탐험
활동에 도전
•도보, 자전거, 말, 등의 육상이동수단 및 카누, 보트
와 같은 수상이동 수단 등도 이용가능
※ 동력을 이용한 이동수단 제외

03 활동예시

01 참가방법

금장 단계의 청소년들이 수행하는 단계, 4박 5일 동안 집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공동활동을 수행
•가치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
•처음 보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

02 활동예시

각단계에처음도전하는청소
년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중 한가지 활동을 선택하
여 기본시간에 추가시간을 더하여 활동
에 참여

개인활동 요가, 스케이트, 에어로빅,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단전
호흡, 조깅 등

집단활동
스쿼시, 검도, 축구, 탁구, 농구, 씨름, 복싱, 테니스, 배드
민턴 등

합숙활동
리더쉽 훈련, 청소년국회, 환경정화캠프, 서식지와 생태
계에 대한 조사, 사랑의 집짓기프로젝트, 해외 자선단체
지원활동, 탐험 및 원정, 스포츠코치활동 등

단계 최소시간 추가활동 선택시

동장 3개월 6개월

은장 6개월 12개월(동장 미 보유자에 한함)

금장 12개월 18개월(은장 미 보유자에 한함)

타인에게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SERVICE

봉사활동 개인의 관심을 개발하고
실용적 기술 습득

SKILLS
자기개발

활동
신체적 단련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PHYSICAL RECREATION
신체단련

활동
모험 및 탐사활동을 통한 도전정신 및

자신감 획득

ADVENTUROUS JOURNEY

탐험활동

낯선 타인과의 합숙을 통해
공동체 경험

RESIDENTAIL PROJECT

합숙활동
활동 참여의

필수 시간

음악 및 공연
예술활동

Music & Performance
사물놀이, 탈춤, 미슬, 바이올린, 판소리, 협주, 작곡, 요들 등

예술 및
공예활동

Art & Craft
바누만들기,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탁본체험 등

수집 및
연구활동

Collection & Studies
고전 문학연구, 역사논술, 조류탐구, 과학체험 활동 등

취미활동 Hobby & Games
바둑, 보드게임, 코스프레, 사진, 만화, 프라모델, 독서 등

직업활동 Vocational skills
컴퓨터 영상, 영화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실용음악, 메이크업 등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on
공동체교육, 예절교육, 웅변, 또래상담, 리더십트레이닝 등

자연체험
활동

Nature
낙농체험 활동, 원예 등

모험활동
expedition
국토대장정, 자연답사여행, 래프팅, 국토 자전거 횡단
트레킹 등

탐사활동
exploration
유적문화답사, 청소년지구촌문화탐방, 농촌생태탐사,
곤충 연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