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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연계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실적서를 제출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연계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해 다음해 2월 

28일 마감됩니다. 때문에 1학기에 봉사활동을 한 뒤 나이스에 연계하는 것을 

깜박 잊었더라도, 마감 기한 안에 나이스 연계 버튼을 누르면 아무 문제없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해 2월 28일을 넘겨 학년이 바뀐 뒤 

그 전 해의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에 연계하면 전송됐다는 메시지가 떠도 

학생부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팀 조인

순 주무관은 “이 경우 실적서를 제출해 봉사활동 시간 인증을 요청하면, 학

교 입장에선 이미 기록을 마감한 학생부를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

생하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다. 회의를 통해 절차를 밟은 뒤 승인이 

결정되면 비로소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스 연계 못한 봉사활동, 
실적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1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 담임의 선생님이 “왜 1학기에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 했냐?”고 하시더래요. 이미 1학년 때 해야 할 의무 봉사활동 시간은 

다 채웠는데, 깜짝 놀라 알아보니 나이스에 연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이스 전송을 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봉사활동 실적을 출력해 제출해도 

되는지, 나이스 전송의 최종 마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김은서(42·서울 도봉구 창동)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엔 활동을 마친 뒤 반드시 나이스 연계해야 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 사

이트를 예로 들면, 봉사활동을 마쳤다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에서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학생 정보를 확인하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와 보안문자를 입력해 실명을 인증받고, 학교를 검색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

나면 다음 화면에 그동안 진행한 봉사활동 내역이 뜨는데요. 이 내역을 하나하나 선택한 뒤 전송 버튼

을 누르면 나이스 연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 사이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스 연계를 꼭 진행해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

되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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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

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

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

히 털어놓으세요 . 이메일

(asjung@naeil. com)로 질

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