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년도 2학기사회봉사 교과 운영 계획
교과목명

사회봉사 (GEN4079)

이수구분

일반교양

학점
수강대상
수강신청 및
정정 기간

1학점 (Pass 또는 Fail)
• 수강신청 허용 최대학점을 초과할 수 있고,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 됨
• 재학중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재학생 (전학년, 전학과, 학업연장재수강자 포함)
신청 :

2016년 8월 9일 (화요일) 09:00

~ 08월 12일 (금요일) 17:00

정정 :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09:00

~ 08월 17일 (수요일) 17:00

• 교과 운영 계획, 소양교육일자,수강반, 봉사활동기관단체, 봉사활동내용 및 유의사항, O.T일시, 활동장소,
수강신청

활동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함
• 기관 OT일시 및 장소,활동시간등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관 담당자 확인 후 수강신청
•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사항 숙지

수강신청
방 법

클릭⇒수강신청 시스템 로그인 ⇒ 사회봉사 클릭 ⇒ 사회봉사신청안내 유의

• 과목구분 -->일반교양 선택
• 봉사프로그램조회 ⇒ 수강신청 및 취소(공지사항 필독)클릭 ⇒ 기본소양교육일 선택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수강반과 개인연락처기입 ⇒ 신청과목확인 ⇒ 수강신청완료
•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불가
• 수강관련 공지사항이 휴대폰SMS를 이용하므로 반드시 연락처 확인 및 수정
• 수강신청시 차수 및 시간선택 가능 (총 4시간 필수 이수)
- 제한인원 초과시 차수 및 시간 선택 불가
• 1차 교육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4시간
- 13:00~15:00 인성교육(2시간), 15:00~17:00 소양교육(2시간)
교육장소 : 의대 계단강의동 4층 계단강의실

기본소양
교 육

• 2차 교육일시 - 2016년 9월 02일(금) 4시간
- 13:00~15:00 인성교육(2시간), 15:00~17:00 소양교육(2시간)
교육장소 :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 교육대상 : 사회봉사 교과목 미이수 수강 신청자 전원 <미참석 시 “Fail”평가>
(사회봉사(일반교양or기초필수) 1학점 이상 이수자는 미참석해도 Pass)
※ 준수사항 1. 기본소양교육은 반드시 4시간 이수하여야 함
2. 소양교육 시작시간 이후 입장불가 및 불참 처리
봉사활동기관단체 일정에 따라 반드시 참석

활동기관단체
※ 정확한 OT 일정 및 기관단체 연락처는 사회봉사단 홈페이지->교과목 자료실->사회봉사 교과목 기관정보 및 OT 일정 참조
오리엔테이션
※ 활동기관단체 OT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기관에 확인 후 참여 바랍니다.
활동기간

사회봉사
보고서제출
서적평가
및 정정

매주 정해진 시간에 총 30시간 이상 활동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 입력기간 :
~
• 입력방법 : HY-in -> 수업 --> 사회봉사 보고서제출 <미제출시 “Fail”평가>
(제출기한 엄수 : 지도교수님이 보고서를 읽고 최종 성적 평가)
※ 보고서 베낌 (동료보고서 복사, 인터넷복사), 과도한 띄어쓰기 등에 대한 단속실시 및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도교수
님의 고유 권한으로 내용이 불량하면 Fail 평가될 수 있음
지도교수 성적평가/성적열람 및 정정 :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 학생 최종 성적확인은

1 월 초 확인가능

1. 기본소양교육 참석
2. 기관단체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이수사항 3. 기관단체 봉사활동 참석(기간내 이수)
4. 봉사기관 평가 입력 (HY-in에서 입력)
5. 봉사 소감문 입력 (HY-in / 3,000 Byte 이상) *외국인유학생은 500Byte
다음의 기준에 따라 Pass/Fail 로 평가
1. 사회봉사 기본소양교육 및 봉사기관단체 오리엔테이션 참석 결과
2. 봉사활동시간(출석여부) - 30시간 이상 활동(활동기간 내에 완료하야야 함)
활동평가

~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 결석시 일주일 이상 이전에 봉사기관과 반드시 협의 할 것

3. 봉사활동태도 - ①책임성 ②성실성 ③친화성 ④성취도
4. 봉사활동평가회 참석 결과(기관에 따라 실시)
5. 봉사활동보고서 제출 결과 (활동종료 후 활동보고서 제출)
※ 봉사활동평가 결과 - P (Pass) / F (Fail) 표기

봉사단연락처 담당자 박정은 02-2220-0539 eni0923@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