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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참가비 환불 안내
1. 보증금 납부 기한 연장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보증금 납부 기한이 2023년 2월 28일
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가산금 10% 포함)
 (기존 기한) 2022년 12월 31일
 (연장 기한) 2023년 2월 28일

2월 28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한 인원만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최종 참가자로 인정될 것입
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간 GMT +9 기준)

2. 참가비 환불 기준

ㅇ 당초 기준

참가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시 비자 발급*이 안되는 경우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보증금+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적절한 시기에 비자 신청을 하였다는 것과 거부된 사실이 증명 되어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잼버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참가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 잔액(보증금+잔금)을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참고로 정산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산정된 것도 기 투입된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회원국에서 보증금을 기 납부한 후 참가인원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 인원에 대한 보증금
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잔금으로 이월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기준

대한민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격리로 잼버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추가 
환불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 후 잼버리 영지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 납부 인원의 10% 이내에서 잔금의 
20%를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하면 이를 올려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난 후 잼버리 영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환불되
지 않습니다. 또한, 잼버리 영지 현장에서 등록하고 영지에 들어온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를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별 1인당 환불 금액>                            (단위: 원 / 달러)

카테코리
잔금(Balance) 환불금액(20%)

원화 달러 원화 달러

D회원국 730,000 638 146,000 128
C회원국 370,000 325 74,000 65
B회원국 250,000 213 50,000 43
A회원국 70,000 56 14,000 11

 ※ 납부 화폐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