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강릉) 위치: 대외협력실(C9) 508호 대외협력팀 / 전화: 640-2734, 2977
(원주) 위치: 본관(W3) 1층 행정지원실 / 전화: 760-8003, 8015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봉사는 1998년 3월 사회봉사센터로 처음 발족되어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
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봉사, 
환경보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실질적인 현장 체험으로 
따뜻한 인간미와 창의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9월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추진할 허브 기능을 추가하며 나눔문화센터로 새롭게 신설되어 봉사 수요를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해람프로보노 봉사단과 지역의 문제를 찾아 지역과 상생하는 ‘사다리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2022년 3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에서 국내·외 사회봉사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 운영
■운영과목

⇒사회봉사Ⅰ,Ⅱ
-운영방법: 오리엔테이션 2시간, 이론수업 2시간, 봉사실습 24시간 이상, 최종평가회 2시간(총 30시간 이상)
-학점: 특별교양 2학점 (Pass/Nonpass)
-운영현황: 매 학기 200여 명 수강, 30여 개 봉사 및 단체, 250여 개 봉사 프로그램 운영
-수강신청방법: 대학 수강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신청과 동시에 봉사기관 선택)

⇒해외봉사Ⅰ,Ⅱ
-운영방법: 하계, 동계 해람해외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단원 대상으로 현지 봉사 진행
-파견국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등
-파견기간: 하계, 동계 방학 중 10~16일
-활동내용: 한국어, 과학, 예능, 태권도 교육 및 문화교류 등
-학점: 특별교양 2학점 (Pass/Nonpass)

⇒중기해외봉사
-운영방법: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기봉사단 선발 단원 대상으로 현지 봉사 진행
-파견기간: 중기(5개월)
-학점: 일반선택 12학점

개설학기 교과목 명 일반구분 학점
1학기 사회봉사Ⅰ 특별교양 2학점

계절학기(하계) 해외봉사Ⅰ 특별교양 2학점
2학기 사회봉사Ⅱ 특별교양 2학점

계절학기(동계) 해외봉사Ⅱ 특별교양 2학점
- 중기해외봉사 일반선택 12학점

월드프렌즈(WFK) 단기 해외봉사단 파견
-운영방법: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단기봉사단 선발 단원 대상으로 현지 봉사 진행
-국가 및 지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파견기간: 12~16일
-학점 없음



해람프로보노 봉사
-운영방법: 지역사회공헌 순수봉사활동
-참여대상: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동문, 교수, 직원 등 
-운영기간: 매학기
-운영내용: 대학생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꿈 캠프, 사랑의 연탄 나누기, 김장 나눔, 어르신을 위한 건강 꾸러미 나눔, 
           방한용품 나눔, 강원도 국립대학 연합봉사 등
사다리프로젝트
-사업소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발굴하고 다각적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학생 모두에게 이로운 바텀업 
           방식의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설정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진행
-운영기간: 매년 6~8개월 (학기 초 모집)
-지원대상: 학부 재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지원분야: 교통, 환경, 도시재생, 지역주민대상, 문화관광콘텐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