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생활 속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활동 가. 일

정: 2022. 2. 8.(화) ~ 2. 21.(월) / 4시간 부여

나. 장

소: 참가자 각 가정, 거주지 인근 약국, 관공서 등

다. 대

상: 관내 중·고등학생 30명

라. 내

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조사 및 홍보 활동

마. 준 비 물: 8절지, 필기구(싸인펜 등) 등
바. 활동순서: 신청 -> 사전조사·실천활동-> 홍보물 제작 -> SNS 홍보 활동 -> 활동기록지 제출 -> 평가
구분

세부일정

내용

1. 자원봉사 신청

~ 2. 4.(금)

①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활동내용 확인하기
② 담임선생님께 자원봉사 인정여부 확인한 후 신청하기

2.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 안내

2. 8.(화)
10:00~10:30

- 자원봉사 보수교육 및 활동 안내

3. 사전조사

기한 내

- 아래 활동 중 3가지 선택
① 의약품 버리는 방법
② 폐식용유 버리는 방법
③ 안쓰는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 버리는 방법
④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들
⑤ 아이스팩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

비고

사진
촬영

- 정보습득: 관공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 습득한 정보는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관계 기관(관공서, 약국,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화·메일 등의 경로를 통해 정확
하게 확인하기
기한 내

- 선택한 3가지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확인까지
마쳤다면 그대로 실천해보기(실천과정에서 각 활동마다 사진촬영)

사진
촬영

기한 내

- 사전조사와 실천활동 과정에서 시민 혹은 친구들에게 홍보할
꿀팁 등을 정리하여 피켓 또는 포스터를 제작하기
(준비물: 8절지 3장, 필기구 등)

사진
영상
촬영

6. SNS 홍보 활동

기한 내

- 홍보 피켓 또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게시물 내용에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5줄 이상 포함하여 작성하고 홍보 시작
★ 홍보기간은 최소 1주일
★ 좋아요 20개 이상 받은 학생의 경우 선물 증정

7. 활동기록지 제출

~ 2. 21.(월)

- 모든 활동 종료 후 활동기록지 작성하여 제출

8. 평가

~ 2. 22.(화)

- 설문조사 링크 접속하여 응답 후 제출

4. 실천활동

5. 홍보 포스터 또는
홍보 피켓 제작

※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안내
구분
사진
영상

시작
· 사전조사하는 모습 촬영(1매)
-

중간

종료

· 3가지 실천활동에 대한 인증샷
(각1매 / 총3매)

· 홍보활동 스크린샷
(페이지별로 캡처하여 제출)

-

주의
사항

· 모든 사진과 영상은 얼굴이 나오게 촬영(단, 외부일 경우 마스크를 필히 착용)

기타

· SNS 해시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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