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2020-1
학기 자 원봉사 입문특 강 수강 안내

1. 자원봉사입문특강은 ‘가톨릭사상’교과목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반드
시 수강해야 ‘가톨릭사상’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인증요건인 사회봉
사를 시작하는 재학생으로 봉사 시간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자원봉사입문특강을 비대면수업(사이버강좌)으
로 실시하오니 아래의 수강 방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이수)방법 : 사이버강좌
2. 수강대상자
가. 2020-1학기 가톨릭사상 수강신청자 전원
나. 졸업인증요건인 사회봉사 시간을 등록하려는 자(ex.2학기 가톨릭사상
수강대상자)
3. 수강 절차 :
가.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사이버자원봉사교육 → 자원봉사
기초교육 → 각 차시별(1차~4차) 영상 이수 후 ‘비전노트’ 작성
나. 1365포털사이트 가입 → 나의 자원봉사 → 봉사참여 실적 → 시간인증
형 자원봉사실적 검색 → 사이버영상교육 자원봉사기초교육 확인서(출
력) → 확인서(PDF파일 저장) → 인성교육원 제출

4. 제출 기한 : 2020.06.19.(금) 15:00까지 학생 개인별 제출
5. 제출 장소 : 인성교육원(교양관(A2) 112호)
※ 사이버자원봉사교육 수강 후 1365포털사이트 확인 기간이 3주 정도 후
에 확인 처리됨(제출기한을 위해 빠른 수강 필요)
6.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E-mail, Fax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관
(A2) 112호 인성교육원
- E-mail : insung@cu.ac.kr
- Fax : 053-359-6060

붙임 : 1.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사이버자원봉사교육 절차
2. 1365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봉사 참여 실적 확인 절차

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사이버자원봉사교육 절차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강 확인을 처리하면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확
인서가 출력됨(수강 확인 처리 기간 3주 소요)

Ⅱ

1365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봉사 참여 실적 확인 절차

- 1365포털사이트 온라인 회원 미가입자는 가입 필요
- 실적 제출시 우측 상단에 학번, 학과,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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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출력버튼 옆에 PDF저장하기 해서 e-mail로 보내주세요.(방문, 우편,
Fax도 가능하나 e-mail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편할것으로 판단됨)
보낼 e-mail 주소 : insung@cu.ac.kr
- e-mail로 보낼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목란에 학번, 성명을 기재하세요
- 위의 1~6번의 절차대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PDF파일)를 보내주세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이외의 증빙자료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메일 송부 후 메일 수신확인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메일
이나 문자메시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