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원생 멘토링
대학원생 모집 안내문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대학원생-학부생이 멘토링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대학원생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과 진로 및 전공에 대
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학부생의 멘토가 되어줄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대학원생 멘토링은 학부생인 ‘받음멘토’와 대학원생인 ‘내림멘토’로 구성됩니다. SNU멘
토링을 통해 지역사회 중고등학생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학부생 중에는, 낯선 학
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받음멘토가 되어,
학부시절의 경험을 들려줄 인생의 멘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같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나누어줄 내림멘토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리사랑멘토링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2016년 런칭한 사업으로,
대학원생-학부생-중고등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며 선한인재로 동반성장하는 신개념 멘토링 사업입니다.

Ⅰ

대학원생 멘토링 활동 개요

1. 신청자격
가. 내림멘토 (대학원생)
- 받음멘토와 같은 학과가 아닌 석박사 대학원생
- 기존 학내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했던 학생 우선 선발
나. 받음멘토 (학부생)
- 2017년 SNU멘토링 참여 학부생
-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 우선 선발
2. 활동기간 : 2017년 2학기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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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OT)은 9/7(목) 18시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진행됩니다. 불참 시, 프로그램
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미리 스케줄 확인 바랍니다. (요일, 시간 변경 및 대체 불가)
※ 위 기간 동안 모든 회기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성실히 참
여할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3. 활동내용
가. 팀구성 : 내림멘토(대학원생) 1명 당 받음멘토(학부생) 1명 연결 (1:1멘토링, 총20팀)
나. 회기 : 2시간씩 주1~2회 (총 16회기)
다. 주제 : 전공 관련 기초학습능력 향상, 진로탐색, 대학생활 적응 등
1) 9월
1회기 – 사전교육 (9/7 18시)
2회기 – 라포 형성 (Ice breaking / 만남 장소, 시간 결정)
3~4회기 – 목표설정 (팀별 멘토링 계획서 작성)
2) 10월
5~7회기 – 팀별 목표에 따른 멘토링 진행 (진로관련 도움, 학습방법 및 시간관리)
8회기 – 팀별 중간점검 및 목표 재설정 (중간점검 간담회 10/31 18시)
3) 11월
9~12회기 – 팀별 목표에 따른 멘토링 진행
4) 12월
13~14회기 – 팀별 목표에 따른 멘토링 진행
15~16회기 – 종결 준비 (팀별 멘토링 보고서 작성 / 사후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종결평가회 (12/22 18시)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장소 : 학내 강의실 및 대학원 회의실 등 팀별 자체 해결
마. 제출 : 멘토링 계획서, 회기별 일지(사진포함), 멘토링 보고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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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택
가. 내림멘토 (대학원생)
- 16회기 총 100만원의 슈퍼비전비 지급
나. 받음멘토 (학부생)
- 16회기 총 50만원의 학생활동비 지급
※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forms/xBISM0uAYht0dCNC3 (내림멘토)
※ 선발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선정절차 및 방법
- 구글설문 접수 → 공헌단 내부기준에 따라 선발 → 최종 선정자 개별 연락

7.

문의 : 02-880-2993 soondei@snu.ac.kr (글로벌사회공헌단 교육사업팀 정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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