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봉사활동 이수 일정 안내

기초교양교육원

<봉사활동> 이수 과정
1. 봉사활동 교과목
과목명

구분
교양필수

봉사활동

(공학인증학과: 전문교양)

학점

봉사시간
총 24시간 이상

1학점

(1일 최대 8시간)

이수대상: 2010~2016학년도 입학자 중 <봉사활동> 미이수자

2. 봉사활동 이수 과정
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

가상강좌 과제게시판에 업로드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1시간)
↓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주의하세요!
교내봉사: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사회봉사센터에서 발급한

↓
봉사활동 실습(24시간)
↓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소감문, 실적인증서
제출
↓
성적: S(합격), U(불합격)

교내봉사 확인서 제출)

교외봉사: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헌혈 1회당 4시간, 최대 3회 가능
(VMS,1365,청소년자원봉사등

공인기관에서출력한인증서제출)

OT, 기초소양교육
1. 일시
3월 13일(월)

3월 14일(화)

오리엔테이션

15:00~ 15:50

15:00~ 15:50

기초소양교육

16:00~ 17:50

16:00~ 17:50

2. 이수 대상
- OT, 소양교육 미이수자
(이수자 명단의 OT, 소양교육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 이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OT, 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봉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1. 제출기한
3월 13일(월) ~ 3월 24일(금) 밤 11시 59분까지
2. 제출방법
가상강좌 과제게시판에 업로드
학교홈페이지

목포대학교 포탈
로그인 후

학사센터-가상강좌에
접속하여
과제 업로드

※ 봉사활동 계획서는 매 학기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필수과제이며
기한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봉사실적을 모두 채웠더라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24시간의 봉사활동 수행
1. 하루 최대 봉사 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
(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봉사활동도 8시간으로만 인정)

2. 헌혈(1회 4시간, 최대 3회까지 인정)

3. 교내봉사 (1일 최대 8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 외국인학생과 장애학우는 최대 24시간까지 교내봉사 가능

★ 실적 인증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교내봉사: 사회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실적인증서만 인정
교외봉사:
VMS, 1365, 청소년자원봉사에서 출력한 인증서만 인정
예) 헌혈증(X) → VMS에서 헌혈 실적 출력(O)
※봉사활동 시작 전 반드시,
VMS, 1365, 청소년자원봉사에 실적 등록이 되는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2017-1)

재수강 학생의 봉사실적
인정기간
1. 재수강 학생의 봉사 실적은 직전 2개 학기까지 인정
: 2016년 9월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

2. 단, OT,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봉사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예) 재수강 학생이
2016년 동계 계절 학기에 OT,소양교육을 이수했다면
2016년 12월 이후의 봉사 실적만 인정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 기간: 4월 3일(월) ~ 6월 7일(수) 17시까지
2. 제출 방법: 기초교양교육원 직접 제출(플라자60 5층)
3.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소감문+ 실적인증서
4. 문의 사항: 기초교양교육원(450-6212~3)

※ 봉사활동 이수 일정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와
가상 강좌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