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업기간: 2018.04.09.(월)~2018.11.30.(금)

2018년 SNU멘토링 멘토 모집 안내문

라. 사업대상
- 멘토(스누토): 서울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 멘티(스누티): 전국의 취약계층(교육소외) 중․고등학생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 당신은 SNUtor 입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는 「SNU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활동할 멘토(스누토;
SNUtor=SNU+Mentor)를 모집합니다.

마. 슈퍼바이저 제도
- SNU멘토링 슈퍼바이저는 멘토․멘티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슈퍼바이저
를 통해 멘토와 멘티, 멘티와 사업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 멘토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 멘토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종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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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멘토링 소개

해 슈퍼바이저 소통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경우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SNU멘토링의 두 날개! 오프라인 멘토링

1. SNU멘토링(온라인)

(※해당 내용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1:1 대면 멘토링

가. 사업소개
- SNU멘토링은 2009년 초 사회의 경제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실시한 동반자 사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 시작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멘토링(E-Metoring) 프로그램입니다.
-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중고등학생과 1:1로 연결되어 서울대학교 멘토링 웹시스템을 통해 학습방법,
진로와 적성, 일상적인 생활 등에 대해 정보제공, 조언과 상담 등을 제공해줍니다.
m 서울대 멘토링 홈페이지(snumentoring.snu.ac.kr): 1:1게시판, 문자 대화 서비스 등 제공

- 소

개: 멘토가 멘티의 거주 지역으로 방문하여 진행되는 일일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 시

기: 6월~8월 중 1회 (6월 계획서 접수 -> 7~8월 활동)

- 비

용: 무료

나. 서울대 탐방
- 소
- 시

나. 사업목적
- 서울대학교 재학생에게는 사회봉사를 통한 긍정적 자아상 확립과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십을 경험
하고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역의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에게는 긍정적 자아상 확립과 학습동기부여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
공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 멘토와 멘티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탐방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진로 등에 관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일일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 비

기: 연 1회 (9월 중 토요일 예정)
용: 무료 (내규에 따라 실비 지급)

3. SNU멘토링 혜택!
가. 봉사활동 1365 시간 또는 사회봉사 1학점 인정
-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시스템을 통한 봉사활동시간 인정 또는 사회봉사 1학점
인정 중 1가지 선택
나. 우수 멘토링 팀 시상
- 활동 종결 후, 우수 멘토링 팀을 선발하여 시상 진행
다. 멘토 교육
- SNU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들의 멘토링 진행 중 고민사항을 해소하고, 멘토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5,7,10 월 중 진행)
라. 대학원생 멘토링 참여 기회
- 대학원생멘토링(9~12월)에 지원 시, 우선선발 기회 부여 (학부생 멘티로 참여시, 활동비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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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멘토링 참가 신청

1. 모집 및 접수 기간: 2018.03.12.(월)~2018.03.25.(일), 18:00
2.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멘티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주 1-2회 이상 온라인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사람
- 상시 SNU멘토링 웹 시스템 접속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 18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사람
3. 지원방법: 구글 설문 (https://goo.gl/forms/9WpwcJSWK6nOBtjt1)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홈페이지(http://igsr.snu.ac.kr/) 참고
4. 선발발표: 2018.03.30.(금) 오후
※ 30일(금) 오후, 개별 문자 발송
5.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스누토 등록기간: 2018.04.02.(월)~2018.04.04.(수) 자정
※ 선발합격자는 해당기간 내 회원가입 및 스누토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 선발합격자는 회원가입 및 스누토 등록 진행시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 참고
6. 멘토 사전교육: 1~2차 사전교육 중 1회 필수 참석 (저녁식사 제공)
- 1차: 2018.04.04.(수), 18:30~21:00 / 서울대학교 153동 210호 대강의실
- 2차: 2018.04.05.(목), 18:30~21:00 / 서울대학교 153동 210호 대강의실
7. 활동기간: 2018.04.09.(월)~2018.11.30.(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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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화

02-880-1554

이메일

snumentoring@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