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여름방학 청소년 봉사활동 일감 리스트: 총 22개 기관, 43개 프로그램, 총 1,200여명 참여 가능

정기 비정기

1 강화용두레마을갯벌체험

농촌전통테마마마을 강화용두레마을
을 찾아 갯벌체험, 토마토따기 등 다양
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일깨

워주고 추억이 되는 시간 만들기

초3이상 ● 07월 13일
08:30-17:00
(4시간인정)

마감
참가비 1인 1만원

반드시부모와함께 참가
여벌옷, 타올,샌들 준비

2
책사랑방 업무지원 및 도서정

리
중학생이상 ●

7월22일~8월23일
까지(단 토,일요
일 공휴일제외)

13:00~17:00 1일 2명 1일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목욕용 수세미 뜨기
친환경 아크릴 목욕용 수세미 뜨기로

어려운 환경 이웃에 나눔을 실천
청소년 ● 8월 14일 14:00~17:00 50명 참가비 2,000원

3 양재1동 자원봉사캠프 양재천 주변환경정리 양재천 주변환경정리
중/고등학생

이상
● 7월 13일(토) 9:00~12:00 마감

집결장소: 양재1동주민센터
(우면동에 위치)

 준비사항 : 간편한 옷차림,
운동화, 모자 착용 등.

이용희캠프장
2155-7979

4 방배본동 자원봉사캠프
아빠와 함께하는

갯벌체험 및 환경운동
갯벌체험 및 주변환경정리

초등학생
가족

● 7월 13일(토) 9:00~17:00 마감

* 참가비 : 1인 15,000원
*보호자 동반 :30명

* 보호자 동반X : 10명
* 자원봉사자 : 10명

한준희캠프장
2155-7734

5 반포본동 자원봉사캠프 나눔녹색장터

ㆍ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서 판매하는 체험

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하면

서 보람을 더 높일 수 있는 봉사

성인,
청소년,
가족

●
7/13(토)
7/20(토)

10:00~14:00
마감
30명

ㆍ개인이 판매 할 각종 재활
용품과 돗자리를 준비

ㆍ모이는 장소 :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내 푸른 공원

(22동 옆)

반포본동캠프장
(조혜영) 2155-7578

6 반포2,3동 자원봉사캠프 흙공만들기&던지기 반포천 정화운동 청소년 ●
7/25(목), 8/1(목)
8/8(목), 8/13(화)

10:00~12:00
반포2캠프:20
반포3캠프:20

8/1, 8/13 활동은 9시-12시
까지 진행됨

7/25, 8/8 활동은 참가비
2,000원 있음

반포2동 캠프장 박금수
010-8785-1181

반포3동 캠프장 최명순
010-4242-9861

7 컵홀더만들기 컵홀더만들기 청소년 ●
7/20(토)
7/27(토)

9:00~13:00

7/20(토) 마
감

7/27모집중
(20명)

선착순접수
모이는 장소 : 양재동 267-2

번지 극동빌딩
(마방로 10길 18-15)

8
 요리치료- 자기 감정 탐색하

기

다문화, 독거노인 후원 프로그램.
공부에 지친 마음을 요리치료를 통해
힐링 할 수있으며, 본 프로그램 참가비
일부는 다문화, 독거노인의 반찬봉사에

후원

초중고등학생 ●
7/22(월)-
7/24(수)

10:00~14:00 각 20명
*참가비: 1인 1만원

*장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2
동 267-2 극동빌딩 지하

9 대학생-중고생멘토링
수도권대학 견학 및 대학생들과의 상

담 및 봉사활동
청소년 ● 7/20(토) 9:00~14:00 10

모임장소: 6호선 안암역
(지하철 개찰구 앞 세븐일레

븐)
참가비: 1만원

권병선캠프장
2155-7609

비고
(후원요청은 구체적으로 기재바랍

니다)
활동내용

활동주기 요청
인원

활동일 담당자

양재2동캠프장
571-0978

연번 기관명 프로그램 명

반포1동 자원봉사캠프

대상자 활동시간

양재2동 자원봉사캠프

작성일: 7월 19일



10 러브켓주머니만들기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러브켓주머니
를 만들어 학용품과 함께 제3세계 국

가로 보내는 활동
청소년 ●

8/10(토),
8/17(토)

9:00~13:00 각 30명씩

11 방배3동자원봉사캠프 안보교육
안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내 고장
을 지키는 방법을 체험하고 올바른 안

보관을 확립
청소년 ● 8/8(목) 13:00 ~ 18:00 50

방배3동 주민센터 강당 및
관내 작전지역

방배3동캠프장
2155-7814

12 반포4동 자원봉사캠프 러브켓주머니만들기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러브켓주머니
를 만들어 학용품과 함께 제3세계 국

가로 보내는 활동
청소년 ●

7/24-25
(수-목)

13:00-17:00 80

준비물: 가위 지참
참가비 \5,000

1365신청후 입금되어야 신
청완료

장소: 반포4동 주민자치센터
4층 서래홀

김명자 캠프장
2155-7704

13 서초2동 자원봉사캠프 러브켓주머니만들기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러브켓주머니
를 만들어 학용품과 함께 제3세계 국

가로 보내는 활동
청소년 ● 7/27(토) 14:00-18:00 30

학부모동반가능
참가비 5,000원

(1365포털에 계좌안내됨)
장소: 서초2동 주민센터

김강숙 캠프장
2155-7457

14 잠원동 자원봉사캠프 러브켓주머니만들기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러브켓주머니
를 만들어 학용품과 함께 제3세계 국

가로 보내는 활동
청소년 ● 8/7(수) 10:00-14:00 17

참가비: 5,000원
(1365신청후, 개별 계좌안

내)
장소: 잠원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박창현 캠프장
2155-7548

15 방배4동 자원봉사캠프
책사랑방 업무지원 및 도서정

리
청소년 ●

7/19-8/19 중
월, 목

13:00-16:00 1일 1명
장소: 방배4동 동사무소2층

책사랑방
박일녀 캠프장
2155-7852

16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역사문화탐방
서초구 역사 문화명소를 탐방하고 청소

년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
초4-중학생 ●

8/2(금)
8/6(화)
8/14(수)

9시-12시 30명 

8/2(금)- 대상: 중학생 장소:
우면산

8/6(화)- 대상: 초등학생 장
소: 매헌기념관

8/14(수)-대상: 초등학생 장
소: 헌인릉

*자세한 내용 추후 재공지

서정은
02-573-9252

1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학교
2013년 유넵 환경이슈인 건강한 먹거
리, 음식물쓰레기를 주제로 환경교육

및 캠페인 실시
초중고등학생 ●

7/30(화)
 8/6(화)
8/7(수)
8/13(화)

9시-13시 40명

 7/30(화)
대상: 초등학생 , 장소: 서초

구청 9층 회의실
 8/6(화)

대상: 중고등학생, 장소: 서
초구청 2층 대강당

8/7(수)
대상: 중고등학생, 장소: 서

초구청 2층 대강당
8/13(화)

대상: 중고등학생, 장소: 서
초구청 9층 회의실

* 자세한 내용 추후 재공지

서정은
02-573-9252

18 서초구자원봉사센터
볼런투어

(충남 보령시 은행나무마을)

자원봉사와 여행을 동시에!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만들기(꽃길만들기, 버스정류

장 리모델링 등)

가족
청소년
성인

●
7월 27-28일

7시-16시
(봉사시간 8시간 인

정)
60명 

참가비 1인당 5만원.
1365포털사이트에서 신청후
볼런투어 참가신청서 작성
(www.seochov.or.kr 에서
다운로드)및 입금완료되어

야 신청 확정

서정은
02-573-9252

양재2동캠프장
571-0978

양재2동 자원봉사캠프



19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계절음식만들기

서초구노인요양센터에 계신 치매 및 노
인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철 쉽
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어르
신들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만들어 나
누어 먹는 활동

중고등학생 ● 8월 31일 9시-12시 35명
서정은

02-573-9252

20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신바람장터

서초구노인요양센터에 계신 치매 및 노
인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뿐 아니라 말벗, 게임을 하면서 시장 및
물품구매 프로그램을 진행

중고등학생 ● 8월 10일 9시-12시 20명
서정은

02-573-9252

21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신생아 모자만들기
미혼모시설의 신생아에게 전달할 신생
아모자를 직접 바느질하여 제작, 선물
하는 활동

중고등학생 ●

7/26(금)
8/1(목)
8/9(금)
8/16(금)

9시-13시  15명 

물품의 완성도를 위하여
바느질에 소질이 있는 학생

들로 모집 예정
* 7/26, 8/9, 16(금): 서초구

민회관 2층 회의실
*8/1(목): 반포1동주민센터

서정은
02-573-9252

22
까리따스방배

종합사회복지관
한아름봉사단  장애청소년/비장애청소년 통합활동 중2 - 고3

7/29 ~ 7/31
3일모두참여

18시간 24명

접수일 : 7/6(토) 9시~
홈페이지 프로그램신청 게

시판에서
선착순 접수

양수지 522-6004

23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점자책 인쇄
시각장애인 점자잡지인 '점자새빛'을

제작하는 활동
● 평일 10:00-18:00 3

개인은 활동이 안되며 고등
학생 이상 최소 3명 이상부

터 활동 가능
박사무엘 533-9820

24
(사)베누스토 음악인연

합회
제 1회 베누스토 유스 오케

스트라 창단 멤버 모집

주1회 베누스토 양재본부 연습실 합주,
년 1회 이상 정기연주회 및 분기별 1회

이상 봉사연주 등

초등학교 3학
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
학생중 악기
(관,현,타악
기)를 다룰

수 있는 학생
(현재 6월30
일 1차 오디

션 진행 예정)

주1회
(일요일
오후 2

시)

분기별
1회이

상의 봉
사연주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오후 6(7)

시

매주 일요일 활동시
간 2~6시(4시간 이상
본인이 참여한 가능

한 시간만큼, 단 하루
8시간까지)

총 4~50명

오케스트라의 구성특성상
특정파트의 인원은 조기 마
감되고 추가 모집이 없을수
도 있습니다. 후원 및 모집
에 관련한 사항은 02-522-
0067번으로 문의 바라며 후
원 및 기부 물품에 대한 기
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
며 후원받은 물품등은 봉사
연주 진행할 단체등에 기부

됩니다.

박정균 과장
02-522-0067

25 사랑손보호작업장 작업봉사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적응훈련을 위한
작업활동 지원(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

인)
● 7월 -8월

월-금
9-12시/13-16시

1일 4명 김보나 3477-2602

26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013 친구캠프
내마음이 들리니

post게임, 사회성훈련(장보기), 야외극
장, 미니올림픽 등

중2-고3
(비장애학생)

●
7/26(금)
-7/27(토)

8시-13시 15명 참가비 30,000원 신보금 2055-0909

27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엑셀, 한글 등 작업) ● 2일 1명 상시적인 협회 홍보 보조

28
입시특강,

캠프 또는 체험 준비
청각장애인 위한 타이핑 통역(방문)

타자 300-
350

이상 청소년
● 7/13 1-2일 1-3명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입시
특강, 캠프, 체험 등을 위한

타이핑통역봉사

29 두드림 캠프 캠프준비(명찰 제작 등) 컴퓨터가능자 ● 1일 1명

30 서류작업 행정보조 ● 2일 2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현

02-3472-3556



7.11

7.12

7.13

7.14

7.29

7.3
7.2
7.27
8.12
8.13

35
천연의 향기로 나누는 이웃

사랑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오
일만을 사용한 천연비누를 제작하여 사

회소외계층에 무상보급하는 활동

청소년 및 학
부모 동반참

여 가능
●

7월~8월 평일(단
체홈페이지 및 자
원봉사센터에 활
동일자 재공고)

3시간 내외 25명내외
천연비누제작원료비 소요 2

만원/인

36
EM흙공을 이용한 하천정화

활동
착한 미생물 EM을 이용한 흙공을 제작

하여 하천에 투척하는 활동

청소년 및 학
부모 동반참

여 가능
●

7월~8월 평일, 토
요일 (단체홈페이
지 및 자원봉사센
터에 활동일자 재

공고)

3시간 내외 50명내외
EM흙공제작원료비 소요 2

만원/인

37
환경교육자료 제작 및 사무

업무 보조
환경교육자료 정리 및 사무업무 보조활

동
청소년(중,고
등부 이상)

상시
7월~8월 평일 중
봉사자희망일

봉사자 희망(최대8시
간/일)

30명 내외
사전에 단체로 연락을 해서

구체적 일정 조율

38 쑥족욕 쑥족욕 도와드리기 중고등학생 ● 7/24-8/14
10:30-12:30
(연장가능)

5명 이상

39 청소 및 행정보조 청소 및 행정보조 중고등학생 ● 7/24-8/14
10:30-12:30
(연장가능)

2명

40 사랑의장애체험학교 장애체험(휠체어, 시각장애 체험 등) 초등학생 ● 8/6(화) 10-12시(2시간) 20명

41 사랑의장애체험학교 장애체험(휠체어, 시각장애 체험 등) 중고등학생 ● 8/6(화) 14-16시(2시간) 20명

42 자원봉사 통합캠프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통합캠프

(무박2일)
중고등학생 ● 8/8-8/9(목,금) 10-16시(12시간) 10명 참가비있음

43 복지관 청소 방학중 복지관 대청소 중고등학생 ●
7/29-8/2
8/5-8/8

10-16시(5시간) 50명 

●

●

2명9:00~17:00

9:00~18:00

9:00~17:00

●

행사진행요원 대학생

3474-2284

34

02-805-8842
전현선 사무국장

9:00~17:00

31

4명대학생 ●

대학생

이색승강기투어및안전캠페인 행사진행요원

행사진행요원 4명대학생

성모노인복지센터

이색승강기투어및안전캠페인

교육기부박람회

승강기원리탐구교실

사랑의복지관
정기영

 070-7727-2527

2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환경실천연합

행사진행요원

    22번-43번 봉사활동은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번-21번 봉사활동은 1365 나눔포털(www.1365.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02-573-9252) 및 각 캠프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일감리스트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seochov.or.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영진
02-3497-741332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