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기도 학생봉사활동)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제안서
1. 제안 및 추진방향
□ 탄소중립 실천의 공감대 형성과 학생봉사활동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 미래사회를 살아야 할
학생들의 탄소중립 공동행동 실천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학생 스스로가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시작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생봉사활동 참여는 향후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안녕한
사회 만들기 실천 확산의 효과를 나타낼 것임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해 학생봉사자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실천 문화가 계승되도록 프로젝트를 제안함

□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기대효과
○ (국가) 학생의 탄소중립 단계적 실천운동으로 국가적 그린뉴딜 기여
○ (민주시민) 학생의 기후변화 이해와 탄소중립 실천의 생활화 및 지속화로
안녕한 사회 만들기
○ (학교)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방식으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기반 제시
○ (협력기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학교 교육과정 참여로 탄소중립의 이해와 실천
방향성 수립 지원 등 융합교육 추진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외 마을공동체, 시민(환경)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시너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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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봉사활동 참여 안내
□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경기도 학생봉사활동(교육 및 캠페인) 공지
목

적

프로젝트
안 내

그린경기 프로젝트(자원봉사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알고 탄소발생의 감소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

간 : 2022년 4~11월

○대

상 : 중·고등학교

○ 참 가 비 : 없음
○ 교내활동(방송교육)+캠페인활동 ※ 자원봉사활동 2시간 부여(방송교육 38분)
○ 신청기한 : 2022년 4월 1일(금)까지

신청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참가 신청서(신청 전), 단체활동 확인서(활동 종료 후)
○ 제출방법 : 이메일 ggvc_1365@hanmail.net
○문

프로젝트
구 성

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정책연구팀(031-256-1365 내선 503~504)

○ 1교시 : 기후위기시대 학교 현장,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방송교육 40분)
○ 2교시 : 생활(가정, 학교, 지역) 속 탄소줄이기 실천방안 논의, 캠페인 활동(서약서 작성 등)
*자체 준비물 : A4 용지 1장,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테이프
신청
프로젝트
참가 신청

프로젝트
진행방법

▶

(참가신청서)

▶

확인서 발급
학교장 명의
단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교육자료 전송
도센터 ⇒ 학교
이메일로 교육자료 전송
(교육영상, 활동지 양식)

▶

▶

캠페인 활동
활동지 배부 및
캠페인 활동 진행

교내활동
▶

(반별 담임교사 지도)

활동자료 제출
담당교사 활동자료 ⇒
도센터 이메일 전송

교육영상 시청
및 활동지 작성

봉사시간 입력
▶

(교육 및 활동 사진4장, 확인서)

나이스를 통해
봉사시간 입력

○ 공동행동 프로젝트는 학생 개인 신청이 아닌 학교 단위 신청 활동 ★참가신청서 붙임 1
○ 참가 신청 후 도센터에서 담당교사 이메일로 프로젝트 교육자료(영상자료, 활동지) 전송
※ 영상자료(해당시간 상영 준비), 활동지 : 학교에서 프린트하여 학생에게 배부
○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하여 본 프로젝트 실시 전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이후 단체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 후 봉사시간 입력
참고사항

★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붙임 2
※ 활동종료 후 학교장 명의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스캔본)와 사진자료 4장을 도센터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시간은 교육(1시간) + 프로젝트 실천(1시간) 총 2시간 부여
○ 프로젝트 진행 시 학급 및 학년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 프로젝트 교육과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담임교사 참여가 필수
○ 프로젝트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철저 관리
○ 이외 탄소중립 자원봉사 교육 희망 학교는 아래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지

★ 학교방문(방송 및 학년별) 탄소중립 자원봉사 교육 시·군자원봉사센터 : 12개소
수원,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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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학생봉사활동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참가신청서
1. 학교 정보
학교명

주소

학교장명

담당교사명

대표전화

담당교사 연락처

팩스

담당교사 이메일

활동 예정일

2022년

월

일 (

교시 ~

교시) (

학년

학급

:

~

:

)

2. 참가 신청
프로젝트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
※ 1교시 방송교육 / 2교시 실천방안 논의 및 캠페인

1

학급

2

학급

3

학급

총 신청 학생 수

학급

명

[확인사항]
∙ 본 활동은 학생 개인 신청이 아닌 학교 단위 신청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 봉사영역 : 캠페인
∙ 교육 및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 활동시간 2시간 인정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상기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탄소중립 실천 안녕한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프로젝트
신청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예, 동의합니다.

□ 붙임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학생봉사활동 ‘그린경기 실천행동 프로젝트’ 참가 확인서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인적 사항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초 ･ 중 ･ 고등학교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봉사활동 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일부터 20

봉사영역

이웃돕기활동(

활동 장소

○○초 ･ 중 ･ 고등학교

활동 내용

반

년

) /학교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성명 : ○○○ 외

월

명(총

)

명)

일까지
기관 연락처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 교육 및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확

인

년

자 : 직위

월

○ ○

일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 ･ 중 ･ 고 등 학 교 장 (직 인 )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은 위 확인서 발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경기도 시·군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센터명

TEL

E-Mail

주소

경기도

031-256-1365

ggvc_1365@hanmail.net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가평군

031-581-1365

gpvc1365@hanmail.net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가평 종합운동장 내

고양시

031-906-1365

gy1365@hanmail.net

과천시

02-502-2238

gcvc@gcvc.org

과천시 별양상가1로 10 과천타워 3층

광명시

02-2687-1365

gmvc1365@hanmail.net

광명시 철산로56 철산3동주민센터 5층

광주시

031-798-1365

gjvol@hanamil.net

구리시

031-565-1365

guri1365@hanmail.net

구리시 체육관로74 5층(구리시행정복지센터)

군포시

031-394-1365

gpvol@hanmail.net

군포시 산본천로 23 (군포시새마을회관) 3층

김포시

031-998-1365

kimpo1365@hanmail.net

김포시 돌문로15번길 20, 공설운동장 내 16호

남양주시

031-595-1365

nyjvc1365@hanmail.net

남양주시 경춘로 883-36, 마을공동회관 2층

동두천시

031-865-1365

ddcv1365@hanmail.net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부천시

032-625-6501

pcvt@hanmail.net

부천시 중동로262번길 102 미관광장 지하1층

성남시

031-757-6226

snvol@hanmail.net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62번길 2 2층

수원시

031-205-1365

sotong@suwonvol.com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39 2층 영통분소

시흥시

031-312-7792

sh1365@hanmail.net

안산시

031-411-1365

ansan1365@hanmail.net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초지동) 와 스타디움 1층

안성시

031-674-1365

anseong1366@naver.com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안양시

031-8045-2488

1365ayv@hanmail.net

양주시

031-843-1365

bongsa1365@hanmail.net

양평군

031-775-1365

yp1365@hanmail.net

여주시

031-885-1365

yeoju1365@hanmail.net

연천군

031-834-1365

ycvol@v1365.or.kr

오산시

031-372-1365

osan1365@hanmail.net

오산시 운암로 7

용인시

031-335-7757

yivc7757@v1365.or.kr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시청본관 지하1층)

의왕시

031-454-1365

master@vol.or.kr

의정부시

031-850-5749

uibong4@hanmail.net

의정부시 의정로 165, 4층

이천시

031-633-1365

icvc1365@hanmail.net

이천시 남천로 31 종합복지타운 내

파주시

031-941-8212

pajuvc1365@hanmail.net

평택시

031-8024-2678

ptbongsa@pyeongtaek.go.kr

포천시

031-538-2417

pcvc@hanmail.net

하남시

031-796-4907

hanamvc1365@hanmail.net

화성시

031-8059-5680

hscity1365@hanmail.net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내

광주시 중앙로 175번길 12 /2층

시흥시 호현로 72, 4층(대야동)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시청 민원실 3층
양주시 회정로 132 (덕정동, 파르코프라자) 6층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4층
여주시 강변북로 163, 3층 여주시자원봉사센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의왕시 사천로 11 고천동주민센터 5층

파주시 금정8길 15-2
평택시 중앙로 264 영중빌딩 5층
포천시 중앙로 96
하남시 신장로228번길 5, 2층
화성시 행정중앙1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