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지 않는 활동
교육훈련부 (Policy/Program Memorandum No.124A – April 27, 1999) 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범주에 들지 않는 활동의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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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활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학생이 등록하는 것이 필수인 과정들
(예, 코압 과정, 직업 견학, 실무
연수);

• 타인에게 약물 제공이나 의료 시술을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련된 경우;
• 건강 및 안전 법률에 규정된 “지정

• 정규 학교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활동들 그러나 학생의 점심시간이나
“공강” 시간의 활동은 허용됨;
• 16세 미마닁 학생이 벌목이나
광업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 15세 미만의 학생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물질” 의 취급에 관련된 경우;
• 주정부에서 규정하는 숙련공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활동;
• 은행, 증권 관리, 보석 관리, 예술
작품 제작, 골동품 또는 다른 귀중품
관련 활동;
•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무적

• 14세 미만의 학생이 성인이 없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예.가사노동) 또는 개인적 오락
활동;

• 통상적으로 급료를 지급받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경우 (예, 지역사회 봉사 명령, 사회

• 자동차, 파워툴, 비계 등을 조작하는

격리 프로그램).

경우;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4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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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와 목적

인정되는 활동

1999년에 발행한 온타리오 고등학교(OSS), 9학년에서 12학년 ; 프로그램과 졸업 요건에 명시된

아래의 목록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예로서, 지침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

바에 의하면, 1999-2000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모든 고등학생은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 학위(OSSD)를 위해 최소 40시간 이상의 지역사회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톨릭 신앙과 우수한 학문적 성취, 세계적 시각 및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

• 기금 모금 –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의 기금 모금 활동, 워커톤, 게임,

레크리에이션 센터, 아침식사 제공

갈라 이벤트, 바자회

프로그램, 봄방학 프로그램, 리더

• 체육/오락 – 운동 경기 대회 또는 체육
행사에서 도움을 주거나 수영장 보조

지침

활동
• 지역사회 행사 – 겨울 카니발, 퍼레이드

• 2011년 7월부터, 학생들은 9학년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활동은 학점 취득을 위한 활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 보수를 받는 활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봉사”의 범주에 들지는 않습니다.
• “무보수”로 일한다 하더라도 영업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 몇 가지 제안: 자녀와 함께 이 안내서에 있는 인정되는 활동의 목록을 살펴 보십시오 —자녀가
관심있는 분야를 찾으십시오
• www.40hours.ca 또는 www.volunteertoronto.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광역토론토 내의
기능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 다른 자료를 보기— 좋은 출발점은 학생의 지역사회 참여 문서, 웹 www.tcdsb.org>
Students > Community Involvement > Community Involvement Information >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y Form을 참고하십시오.
•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만큼 양식을 출력하십시오. 학생들이 학교에 이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학생들은 반드시 그들이 이수한 활동에 대한 최근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4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청소년 프로그램 – 스카우트, 걸가이드,

또는 여름 행사 보조
• 지역사회 프로젝트 – 푸드 드라이브
참여 또는 커뮤니티 그룹을 위한
서비스에 지원
• 환경 관련 프로젝트 – 지역사회 청소,
꽃/나무 심기, 재활용품 관리, 및
일반적인 지역 사회 환경 미화 활동에
참여
•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 양로원 봉사,

트레이닝, 캠프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 사무관련 – 리셉션, 컴퓨터 작업,
개인이나 단체에 지역사회에 자선활동을
알리는 우편물 제작, 발송
• 동물 관련 일 – 동물 보호 활동 또는 지역
동물원이나 애완동물 농장에서의
자원봉사
• 문화 예술 – 갤러리, 공연 예술 기획 및
제작 또는 지역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
• 개인들을 위한 활동 – 쇼핑, 개인지도,
제설작업(제설기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 편지 대필, 병원 방문 동행, 독서

예를 들어 – 간식 제공, 양로원 활동에

지도 등이 필요한 개인을 돕기 위한

보조하거나 노인을 위한 독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위원회 활동 – 자문 위원회, 지역사회
단체의 위원회에 참여
• 종교적 활동 – 교리반 봉사, 어린이를
위한 성경반 또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

• 학교 공동체 서비스 – 정규 수업일 이
외의 시간에 행해지는 학교 동동체
활동에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