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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9(화) 안전생활인권부(690-0932)

제 목 : 학생 봉사활동 안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실적 연계사이트에 등
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인정하
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하도록 합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봉사활동 게시란에 탑재)
-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미제출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눔포털(www.1365.go.kr), VMS, DOVOL에서 신청한 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봉사활동실적연계사이트 화면에서‘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이트에서 전송을 해야 함.
[학생]

실적 연계 사이트

[학생]

(나

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학교]

[학교]

봉사활동 실행 후 실적

나이스에서

실적

연계

연계사이트

사이트(나눔포털,

VMS,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DOVOL)로 부터 전송된 실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자원봉사찾기 → 지역, 분야 등 검색 → 등록된 일감 선택 → 신청 → 봉사실시 →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버튼 클릭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실적연계사이트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학생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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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활동에서 분 단위는 무조건 삭제합니다.
- 예: 1시간 50분을 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1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단, 같은 기관(A)에서 같
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30분씩 이틀을 한 경우, 합산하여 3시간을 기록합니다.
4.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최대 봉사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공휴일, 방학 등)의 활동 - 최대 8시간, 평일 7교시 수업 후 - 최대 1시간
평일 6교시 수업 후-최대 2시간, 평일 5교시 수업 후-최대 3시간, 평일 4교시 수업 후-최대 4시간
5.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봉사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인정
합니다.(예: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는 1시간만 인정)
8. 교육기관(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정식으로 공문
이 왔을 경우나 특수교육기관은 인정함.)
9. 영리목적의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
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신입생(1학년)의 입학 전(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은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
을 받아 인정합니다.
11.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은 이웃돕기 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
동은 인정 가능합니다.(예시 : 마스크 제작, 목도리 제작, 모자 뜨기 등)
단,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합니다.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합
니다.
12. 사회적 거리두기 1 ~ 2.5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되나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
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학생 안전이 확
보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1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4.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5.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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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연번

봉사활동기관

주소

전화번호

1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312

031-669-9988

2

경기평택교육도서관

평택시 서정북로 125번길 103

031-662-8753

3

구세군합정노인복지센터

평택시 조개터로 48번길 14

031-656-7026

4

꿈터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신한1길 4

031-656-4810

5

노아지역아동센터

평택시 팽성읍 노와 1길 24

070-8275-5933

6

늘푸른요양원

평택시 방여울로 91

031-663-2106

7
8

뜰안채실버홈
배다리도서관

평택시 평남로 671
평택시 죽백6로 20

031-656-3620
031-8024-5467

9

비전1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평택2로 330

031-8024-5771

10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중앙로 261

031-8024-5561

11

사)평택시재향군인회

평택시 중앙2로 27 향군회관 4층

031-658-3217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평택시지회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13

사)한미우호협회 평택지회

평택시 평택1로 63

031-518-3025

14

사랑꿈터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이충로 100번길 73

070-8758-9191

15

서정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탄현로 170

031-8024-6604

16

세교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세교3로 37

031-8024-5840

17

송북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지산2로 113

031-8024-6607

18

송탄소방서

평택시 경기대로 1627

031-685-8114

19
20

송탄실버랜드
송탄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진위면 지산로175번길 220
평택시 점촌1로18번길 41

031-663-0005
031-668-0691

21

송탄푸드뱅크

평택시 송탄로 191

031-662-2677

22

시립팽성남산어린이집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 6

031-692-3478

23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밀월로21번길 7

031-8024-6609

24

신평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평택3로 9

031-8024-5670

25

아름드리나무지역아동센터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2651 태평아파트301동 101호

031-664-7914

26

안중노인전문요양센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29

031-684-5944

27

안중보건지소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031-8024-8003

28

안중읍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031-8024-8001

29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택시 평택4로 39 대신빌딩 6층

031-652-6975

30

에스더의집

평택시 소사동 106-1

031-652-2313

31
32

여성회관
오성면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이충로 84-6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

031-8024-5439
031-8024-8811

33

온누리사랑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141-21

031-681-8600

34

용이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현촌5길 5-19

031-8024-5870

35

정금등대의집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56-14

031-666-9182

36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서정역로 16

031-8024-6603

37

지산동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송탄로 379

031-8024-6606

38

천혜보육원

평택시 가재동 70-5

031-663-2102

39

청북읍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2

031-8024-8004

40

청호노인요양센터

평택시 진위면 청호길 16

031-663-2211

41

태규네집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00-16

031-672-0043

42

팽성국제교류센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267번길 42

031-692-4301

43
44

팽성복지타운
팽성읍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 6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89

031-650-2624
031-8024-5554

45

팽성청소년문화의집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86번길 8 2층

031-657-1103

46

평택YWCA

평택시 평택5로 65

031-654-5900

47

평택경찰서

평택시 중앙로 67

48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031-646-1205

49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평택시 평택5로 220

031-8036-4900

50

평택남부문예회관

평택시 중앙로 277

031-802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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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봉사활동기관

주소

전화번호

51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 평택1로 49

031-654-4998

52

평택문화원

비전동 중앙로 277번지 남부문예회관 3층

031-655-2002

53

평택보건소

평택시 평택5로 56

031-8024-5559

54

평택북부문예회관

평택시 경기대로 1366

031-8024-7391

55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평택시 서정로 295

031-615-3975

56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031-683-0030

57

평택서부문예회관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031-8024-8320

58

평택소방서

평택시 중앙로 273

031-8053-6114

59

평택시 드림스타트센터

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07호

031-8024-7492

60

평택시건강가정지원센터

평택시 서정로 295 평택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031-615-3953

61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031-8024-4524

62

평택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택시 서정로 295

031-615-3959

63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031-8024-8344

64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평택시 지산로 48

031-8024-7451

65

평택시생활체육회

평택시 평남로 616

031-653-0053

66

평택시송탄보건소

평택시 서정로 295

031-8024-7232

67

평택시수화통역센터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031-657-2282

68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택시 성동로11번길 2

031-692-7705

69

평택시자원봉사센터

평택시 중앙로 264

031-8024-2670

70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031-8024-8000

71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택시 평남로 616 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4-1388

72

평택시청소년쉼터

평택시 매봉산4길 26

031-652-1319

73

평택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조개터로26번길 49-13 1층 54

031-651-2075

74

평택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

평택시 중앙2로 34 2층

031-658-4788

75

평택푸드뱅크

평택시 평택로 149

031-618-1877

76

포승읍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16

031-8024-8002

77

푸른평택21

평택시 평택5로 185 (2층)

031-658-4144

78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031-691-7782

79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평택시 신장1로 41

031-611-1432

80

한빛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서정동 한빛지역아동센터

031-667-1191

81

현덕면행정복지센터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

031-8024-8005

82

혜인요양원

평택시 진위면 동천2길 45-29

031-667-4773

※ 위 기관 외에도 인정 가능한 기관이 많으므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 이 밖에도 봉사활동 실적 인정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면,「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021. 3. 9.

평택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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