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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실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
자원봉사입니다

여는 글 |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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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엔 떨어진 낙엽이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나뒹굴며 빨리 겨울이 오라는 듯 손짓을 합니다.

허락된 남는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4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85일 간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는 동안 매일 

오전·오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며 4,581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7개월의 긴 시간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봉사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21년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 봉사단, V-아카데미, 지도자 워크숍, 제22회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안녕 캠페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고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사적모임 완화, 대면 자원봉사 등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찾고, 실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간접자본이 되었고, 몸소 체험하고 실천에 옮기는 경험으로 

스스로의 가치 개발 효과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의 행동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상 회복을 되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켜주며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항상 곁을 지켜주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사랑과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안성시민들은 잠재적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내년에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들과 많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2022년은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김 동 성  

자원봉사... “해보기라도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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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봉사를 지원하다! ]

+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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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봉사를 지원하다! ]

함께 해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 

+

여러분들이 있어서 7개월간의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나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봉사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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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언제나 빛나는 사람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재 2021년은 비대면 프로그램 봉사활동이 중심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청소년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대면 및 비대면을 통하여 총 3,788명의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그 날까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그 날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인 

교육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교육영상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기초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창조고, 안법고, 안성여고, 공도중, 만정중, 명륜여중, 양진중, 일죽중, 양성중)

01
Activity

청소년 
자원봉사 온라인 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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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3월~6월 청소년을 대상

으로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청소

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

립니다!

02
Activity

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

3월  킥보드 안전 예방 캠페인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 포스터를 제작하여 개인 SNS에 홍보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지역이웃에게 간식 선물

4월은 건강한 간식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지역 이웃에게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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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 

경각심이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를 템플릿 사이트 및 수기로 

제작하여 개인 SNS에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중요시하자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답니다.

6월  청소년 지구지킴이 활동 

6월은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듣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분리배출하는 포스터를 수기로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 지구지킴이

로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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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불안이 있는 곳에 위로를 나눔으로써 공동체적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형성했습니다.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40명이 참여하여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03
Activity

안녕 리액션 

안심하는 사회·안전한 사회·안부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탄소중립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따뜻함을 

전달하려 합니다. 삼베수세미 및 면역력에 

좋은 레몬밤을 만들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답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4컷 만들기, 

강사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부묻는 사회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달

하기 위해 쌈채소, 콩나물, 새싹를 키워 

청소년들의 관찰능력도 향상시키고 다 자란 

채소들은 이웃 가정들에게 전달하여 이웃 간 

정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심하는 사회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의 

선플로 따뜻한 댓글을 달아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1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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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안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04
Activity

      우리동네 물길 이야기 / 유해식물을 관찰

‘우리동네 물길 이야기’를 주제로 1회기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한 미래이야기 교육 이수 후 EM흙공을 제작하여 

발효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2회기는 안성천에 EM흙공을 

던진 후 가시박 제거,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약자 세상 이야기 / 로드맵 & 소감문 만들기 

‘교통약자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1회기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 점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회기는 교통약자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로드맵 만들기 & 소감문(사과나무 그림화 

기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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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ENERGY UP!

랜선 힐링 콘서트

우수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ENERGY UP이 9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수 

우수자원봉사자의 여행과 다르게 우수자원봉사자의 의미를 색다르게 해석하여 보다 

많은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비대면으로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신나는 연극과 공연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화이팅!

2021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언제나 항상 곁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기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덕분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랜선 콘서트
2021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힐링 콘서트

13맑은누리

ENERGY UP!



2021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자원봉사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

14 안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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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분들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장마다 각계각층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안전 방역지도반을 편성·배치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와 불법 노점상 판매행위 금지, 

교통상황 정리에 힘써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안성시는 따뜻한 사회로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4-B지구 제6지역(안성) #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안성시재향군인회여성회 #우림루미아트

아파트부녀회 #의용소방대 #창조로타리클럽 #한국부인회안성시지회

안성바우덕이축제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15맑은누리

그대는 언제나 빛나는 사람Ⅱ



발대식 (1회기)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강의실에서 V-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총 19명의 참여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김동성 센터장님께서 자원봉사란 무엇인지 교육을 

진행하며 참여자들 간 소통을 통해 라포형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아카데미란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V-아카데미 제1기 발대식

V-아카데미 제1기 

1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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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V-아카데미 제1기 

아카데미 2회기 
자원봉사와 사회적자본(비대면)

이영재 교수 진행

아카데미 5회기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실제사례

조향숙 교수 진행

아카데미 8회기 
자원봉사자의 건강생활과 바른자세

서정학 교수 진행

아카데미 3회기 
자원봉사프로그램 체험Ⅰ(환경)

박영숙 위원장 진행

아카데미 6회기 
자원봉사프로그램 체험Ⅲ(재난)

천안 안전 체험관

아카데미 9회기 
자원봉사리더 교육

김난희 대표 진행

아카데미 4회기 
자원봉사프로그램 체험Ⅱ(도자기)

이은하 강사 진행

아카데미 7회기 
자원봉사 코칭

배은숙 교수 진행

V-아카데미의 수료식  10회기 내내 모두 참여해주신 

1기 여러분들과 함께 수료식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들 학사모를 

쓰고 그동안 활동해왔던 영상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V-아카데미의 수료식

17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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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대학생 봉사단 

임원진 간담회 
임원진 간 자기소개를 진행하며 임원진 

소개를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또한 임원진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

하였고 대학생 봉사단을 이끌어 갈 포부

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사회팀" 농촌일손돕기
정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녹두수확, 생강밭 

말뚝박기 천막치기, 육묘장청소, 옥수수 포장 등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준 대학생봉사단

에게 감사드립니다!

드림런 발대식 
대학생 봉사단 드림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 24명, 오프라인 44명이 참여하여 선서식을 마친 후 임원진 소개 및 

각 테마 팀들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봉사단들은 

서로 간 친해지는 시간을 다지며 어색한 공기를 웃음 많은 공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친해진 대학생 봉사단들의 모습이 사진에 잘 담겨졌을까요?ㅎㅎ

18 안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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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시몹팀" 
11월 13일~14일 안성시 관광명소 5곳에서 본인들이 창작한 

안무를 노래에 맞춰 플레시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달 넘는 시간동안 영상을 위해 노력한 플레시몹팀 

너무 고생많았습니다. 영상은 12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지역사회팀" 바우덕이 축제 자원봉사 
대학생 봉사단의 적극적인 마음으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바우덕이 축제 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불타는 금요일

에도 함께 동참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농가일손돕기
강풍과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성시 일대 배밭 농가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시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대학생봉사단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멘토링팀"  
11월 6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나만의 작품만들기(창작활동), 

샌드위치&쿠키 만들기(요리활동), LED 조명&물방울 만들기(과학실험 

활동), 우리만의 추억만들기(사진 촬영)를 통해 멘티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고, 정서 및 교육지원으로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멘토 학생, 그리고 멘티 학생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단팀" Z세대 사진스팟 
대학생 봉사단 홍보단의 

Z세대 사진스팟이 게시되었습니다.

#안성팜랜드 #안성맞춤박물관

19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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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언제나 빛나는 사람Ⅲ 

안성시기업사회공헌단

한국뷔르트(주)의 행복한 나눔
한국뷔르트(주)의 기업생산 물품인 물조리개 

768세트(850만원 상당)를 기탁해주셨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안성시새마을회의 읍면동 

부녀회와 협의회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NH농협 안성시지부 
서인사거리, 한경대사거리, 의료원삼거리, 공도

터미널 앞 횡단보도, 공도지구대사거리 등에서 

8월 7일~13일까지 ‘무더위 꽁꽁 얼음물 드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

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트루 안성지사 
(주)트루 안성지사에서 김치 10박스를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냄새부터가 

맛있는 향을 풍긴 김치는 안성시보건소를 통해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대에프앤비의 달콤한 나눔 
솜사탕185박스(2,820개)를 5월과 9월에 거쳐서 

후원하였으며, 후원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18곳을 통해 관내 아동에게 전달되었

습니다.

나노캠텍(주)의 피부보호를 위한
화장품 전달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아이크림 1500세트

(2000만원 상당)를 후원하였으며, 후원된 물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인 3곳에 

배부되었습니다.

(주)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팩 
자사제품인 마스크팩(1억 1천만원 상당)을 기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6곳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20 안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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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C이노베이션 후원금 전달
청소년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후원금 370만원을 

기탁해주셨습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소외

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아동이용시설로 배분되었습니다.

(주)테키스트
기탁된 코로나 방역키트(836개)를 지역사회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수요처 17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소독티슈, 마스크 스트랩, 손소독젤, 휴대용 

스프레이, 손 세정제 등의 물품으로 구성)

KC그룹과 함께하는 결식아동 지원사업
(KC드림나래 카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미등교 확대,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의 증가로 인한 기업사회

공헌단과의 상호협력으로 결식우려 아동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핸즈온 프로그램 9월
9월 활동인 친환경수세미 제작 활동을 진행하여 총 30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소중히 만든 친환경수세미 60개는 각 이웃에게 전달하여 이웃과 

한 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펼쳤습니다. (주)트루 안성지사 유현덕 지사장님과 

지엔티(주) 한현수 대표님께서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기업 (주)트루, 지엔티(주)

     핸즈온프로그램 10월
10월 활동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나눔을 

하는 ‘작은 사막의 선인장 테라리움 키트’ 제작

입니다. 키트 제작 후 이웃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지엔티(주), (주)트루, LH안성사업단 기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기업 농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지엔티(주), 

(주)트루, LH안성사업단

[ 핸즈온 활동 ]

21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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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안성시 자원봉사자의 날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 22회 안성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100명의 수상자와 시상자들만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된 행사는 

도지사, 시장, 도의회의장, 시의회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표창을 48명에게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성자원봉사센터는 언제나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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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 수상 명단

2021년은 한 해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및 지역행사 자원봉사 등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은자봉이
안성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성휘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동자봉이
개인자원봉사자 장윤석

경기도지사 개인자원봉사자 김자영

안성시장 단체 일동제약 좋은이웃봉사단(봉사단장 지명욱)

안성시장 개인 공도도서관 성윤정

바르게살기운동안성1동위원회 이영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

안성지구협의회 중앙봉사회 박홍신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광종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

안성지구협의회 중앙봉사회 김옥화

안성또바기봉사단 원민수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안성지회

SASAKI YUKIKO

안성시노인복지관 손광호

안성여성의용소방대 이미경

대덕여성의용소방대 태남이

안성또바기봉사단 서가영

소나기(소통, 나눔, 기쁨) 김보영

한국마스터가드너 안성시지부 이은영

개인자원봉사자 김하늘

아이코리아 이순희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천은경

라온제나봉사단 이대희

안성여성의용소방대 신종영

개인자원봉사자 유춘정

 안성시장 다정한 글꽃 조명자

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 이호영

안성연사모 이동희

도의회의장 단체 안성연사모

 도의회의장 개인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박채연

개인자원봉사자 이래경

구세군서안성노인복지센터 황경애

 시의회의장 개인자원봉사자 김정민

라온제나봉사단 김혜성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송현정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신은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회 정예찬

 안성소방서장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이승주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임하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홍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개인자원봉사자 이문희

개인자원봉사자 허광옥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사)안성모범운전자회 강정호

우림루미아트아파트부녀회 이춘희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송요한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정민영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한태윤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홍정인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신해린

[드림런]대학생봉사단 1기 김건희

23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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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워크숍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지도자워크숍이 11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고 

정해진 대상으로 진행되던 기존과 다르게 보다 많은 자원봉사 단체장님들과 수요처 관리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비대면으로 2주간 

단체·수요처 교육 및 강연, 공연 영상을 큐알코드로 공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지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

24 안성시자원봉사센터

함께 살아가는 세상  [with you]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운영위원회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여 토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경기도자원봉사센터&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3도 5시·군 재난대응 업무협약 
(천안시·아산시·안성시·평택시·진천군)

MOU 체결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안성

시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라이온스협회354-B지구 제6지역(안성)안성시농협봉사단

해병대안성시전우회

25맑은누리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직원가치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주)맥그로우컨설팅 대표 한종문 강사님을 초청하여 일의 추진 & 

문서ㆍ보고서 작성 스킬을 교육 받으며 한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집중하며 교육에 임하는 모습이 잘 보이나요~? 

누구보다 열정적인 관리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세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전하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7월 1일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자원봉사에 자부심을 가지는 안성

시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및 안성 시민들께 감사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강정모 소장님을

초청하여 이틀에 거쳐 직원 가치함양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소양인 21세기 자원봉사 가치 토대 및 자원봉사와 

시민성 이해하며 지역사회의 민주적 네트워크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74-30, 3층

2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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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새마을회] [안성또바기봉사단]

‘행복한 동행! 홀몸어르신 돌보미’ 홀몸어르신 1:1 결연 안전망구축, 

매월1회 정기 방문하여 생필품 전달

‘건강한 우리 밥상’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안성지회] [좋은이웃 봉사단]

‘다사랑 반찬나눔 봉사’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

정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좋은이웃, 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밑반찬 전달, 주거환경개선 진행

[청춘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회적약자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청춘의동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음을 담은 소품·음식을 제작하여 전달

‘코로나 블루 극복 정서지지 프로그램 꽃보다 그대’ 취약계층 노인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진행

[안성사진작가회]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행복을 주는 찾아가는 사진관’ 노인 및 소외계층 장수사진 촬영, 

한길학교 졸업앨범 촬영 진행

‘성인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사업 빛그림’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앨범 제작 활동 및 작품전시회 진행

27맑은누리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4-H연합회

사랑을 담아 도넛설기 200개를 안성시 

보건소 방문보건팀을 통해 조손가정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라이스텍(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누룽지오트밀을 죽산면 체육회를 통해 

배분되었습니다.

머크 온누리愛 자원봉사클럽

제10회 한마음 김장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김치 40박스를 머크일렉트로닉 머티리얼

즈(주)가 소재하고 있는 미양면 사무소와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통해 

저소득 지역주민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삼부공동체 김장김치 나눔

공동체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안성시자원봉사센터로 기탁해주셨

습니다. 기탁받은 김장김치 50박스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처를 통해 김장김치가 

필요한 가정에 당일 배분되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제6지역(안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난방비 

금2,000,000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동백라이온스클럽

함께하는 사랑의 쌀 560포는 17곳의 복지센터

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라곰스포츠의 스포츠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조민국 감독님의 재능기부로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

습니다.

28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제16기 안성시 가족 봉사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을 제작하여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히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은 안성시장애인복지관에 전달되었습니다.

6월

이 시국 가장 중요한 
마스크 스트랩!

양말목은 양말공장에서 양말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부산물을 환경을 위해 

리사이클하여 양말목 텀블러를 제작하였습니다. 양말목 텀블러는 안성시노인복지관에 전달되었습니다.

7월

환경을 깨끗하게! 
리사이클 만들기!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물과 어두운 곳만 있으면 4~7일이면 쑥쑥 자라나는 버섯을 볼 수 있어요! 자라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자연체험도 하고 자라난 버섯은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9월

쑥쑥! 자라라! 자연체험 
느타리버섯 키우기

살아있는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소근육, 감각 자극에 효과가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숲 속의 거북이
다유기 키우기!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화학섬유 수세미 사용보단 천연 수세미를 제작하여 사용하면 아픈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현재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이에요!

8월

작은 실천으로 
아픈 지구를 지켜요! 

29맑은누리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관형 대표

님께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해 커피 및 아이스티를 후원해주

셨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열기를 식혀

줄 음료를 통해 뜨거운 무더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다시 일상으로 가기 위해 건강한 

소고기 우리육우(육우 사골농축액 

/ 육우 육포) 200박스를 안성시자

원봉사센터에 지원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소독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뜻깊은 마음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앞선 마음으로 소독 및 방역수칙을 지키며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방역소독을 해주신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과 소통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류 

증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하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가 되려합니다. 직원들은 열 띤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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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愛 집 고치기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안성1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한 가정을 선정하여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인 

후원자와 함께 외부공모사업 사랑 愛 집 고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생하신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외부공모지원사업 운영

전 나누기 행사 

『소문난 잔치에 먹을 ‘전’ 많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전' 많다! 를 2021. 9. 29(수) ~ 9.30(목) 2일에 거쳐 전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삼면 부녀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전은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통해 각 소외계층 50가구를 

추천받아 총 100가구에게 정성스럽게 부친 전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해주신 고삼면 부녀회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1맑은누리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이모저모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해 복지실천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의성 높여 이용 만족도를 높이

고 질 좋은 커피문화를 제공하고자 늘봄카페

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추후 

바리스타 자격증반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노인자원봉사자 양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글교실 “세상을 읽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두원공대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관계기관과 교육을 

연계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사진첩

Volunteer
Photo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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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세상  [with you] 



 구세군서안성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도, 미양, 도기동 등 21가구를 방문하며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화장품만들기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해 이용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민-관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개별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례

관리 사회복지실천기관입니다. 월 1회 이미용봉사, 

세탁봉사, 밑반찬 봉사, 집수리 봉사, 행사 참여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맑은누리

자원봉사센터 사진첩



 안성또바기봉사단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섬김 활동을 하며 2021년 안성시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우림루미아트아파트부녀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속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소독 

활동(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터치 판넬 및 손잡이, 휴게실 등)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 봉사를 드리며 추후 밑반찬 봉사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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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가는 세상  [with you] 



 안성도시농업회는

지역공동체 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힐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4일 공공 도시농업 텃밭이 개장하게 되면서 발열체크 및 텃밭안내, 

안성 장애인 부모회와 협력하여 원예수업 재능기부, 안성맞춤랜드 등에서 

꽃식재 꽃심기활동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성시새마을회는

홀몸 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 및 말벗 봉사, 외출 도움, 가사

도움을 진행중이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전염을 

예방하면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된 어르신에 

대하여 우울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5맑은누리

자원봉사센터 사진첩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소통하기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리뉴얼 된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https://anseong1365.or.kr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유튜브에 놀러오세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정보와 현황을 모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교육과 다양한 실시간 방송까지

진행되는 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anseong1365/?hl=ko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각종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세요~!

팔로우를 눌러 주세요~!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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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ohtT2aiJnmNyi7cOeZRQfwd

검색창에 안성시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하셔서 친구가 되어 주세요!

https://blog.naver.com/anseong1366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정보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블로그입니다.

우리 안성의 자원봉사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세요♥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anseongsijawonbongsa

안성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북~ 놀러오세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페이스북!

따뜻한 안성의 자원봉사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 ♥

Instagram

37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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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시스템 알아가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소개

▶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 접속,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수단중에 주민번호 클릭

▶ 회원 정보 입력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 회원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체크

▶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실명인증 클릭 

▶ '모든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체크

▶ '실명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뜨면 확인 클릭

▶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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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3

6

9

·평생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재발급이 용이합니다.

자원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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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완료 후 이후에 등록되는 VMS실적은 

1365자원봉사 포털로 자동 전송 되지만, 

이전의 봉사실적은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함.

1365 자원봉사포털과 NIES를 연계시키면,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VMS → 1365 실적연계 ]

1 2

3 4
[ 1365 → NEIS 연계 ]

자원봉사 활동  실적  시스템 연계  방법

NEIS는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반드시 수동으로 전송해야 함.  실적 전송 후 확인서 출력 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로그인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동의 V체크 후 완료 기가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내정보 → 개인정보수정

39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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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자세히 알기

자원봉사종합보험은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상해보험 문의  안성시자원봉사센터 031)674-1365/ 직통 기획홍보팀 팀장 070-5014-0894

[ 가입안내 ]

•가입대상 :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입기간 : 2021. 5. 1. ~ 2022. 4. 30.(365일간)

[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보상청구서류 ]

•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진단서          • 진료비세부명세서

• 약제비 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일 경우)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사고경위서

• 위임장(권한 위임 시 필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 봉사자 사고시 봉사활동 중 사고임을 안성시자원봉사센터로 바로 통보

• 봉사단체 회원인 경우 단체장 명의의 사고경위 공문, 개인봉사자일 경우 해당 시설, 기관 대표의 확인 공문을 센터에 제출

[ 보상청구절차 ]

사고통보

사고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사고 접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삼성화재

1

2

사고 처리 협의 및

보험금 지급

4
사고조사

3

상해보험 바로가기

[ 보장내용 ] [보상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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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유니실버요양원 거주 죽산면 죽양대로 197-22 674-6763

2 공도물댄요양원 거주 공도읍 웅교4길 46-22 656-1272

3 구세군서안성노인복지센터 이용 공도읍 승두3길 13 692-7757~8

4 구세군안성공도나눔의집 이용 공도읍 고무다리길 16 658-5731

5 구세군안성평화의마을 거주 발화대1길 36-5(발화동) 674-8968 

6 기쁨의동산요양원 거주 공도읍 상마정앞길 87-16 653-1999

7 늘푸른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삼거리길 29 아시아빌딩 2층 674-5085

8 동부케어공도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공도읍 용머리안길 17 651-9250

9 맞춤요양원 거주 보개면 이전봉산길 127-19 675-0505 

10 명문가노인요양원 거주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7 677-1110

11 베다니복지원 거주 서운면 서운초교길 40-3 674-4505

12 보금자리 뜰안채 거주 공도읍 대림동산길 82 691-9848

13 부모요양원 거주 죽산면 남부길 24-6 676-1772

14 브니엘요양원 거주 미양면 안골길 41-7 674-9995

15 빛드림요양원 거주 죽산면 칠장로 238 677-4522

16 성모성심요양원 거주 금광면 배티로 410-21 676-9350

17 성베드로의집 거주 시미실길 251(사곡동) 675-3881~2

18 소망의집 거주 원곡면 평동길 113-68 667-6443

19 시월애재활요양원 이용 공도읍 웅교4길 46-22 031-656-1272

20 아가페요양원 거주 공도읍 기업단지로 64-3 657-0900

21 안성보은의집 거주 중앙2길 148(봉산동) 677-4438

22 안성시노인복지관 이용 장기로 109(낙원동) 674-0794~6

23 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앙로 412번길 28 673-3677

24 안성시치매안심센터 이용 강변로 74번길 18 678-3003

25 안성요양병원 거주 안성맞춤대로 1079(연지동) 675-2316

26 예다한노인요양원 거주 죽산면 죽주로 153번지 676-3891

27 우리동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공도읍 가족공원길 57-11 657-2065

28 우리행복요양원 거주 양성면 마정개나리길 37-9 657-0073

29 우슬라의집 거주(여성노인) 양성면 약산길 92 674-2711

30 은빛정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거주 미양면 미양로 621-9 675-5004

31 인선사랑요양원 거주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74-29 673-0836

32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개내교6길 32(신건지동) 672-0002

33 참사랑 요양원 거주 대덕면 한사울길 54-9 671-7899

34 청춘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 대덕면 배꽃길 47 672-6646

35 케어센터마노 거주 보개면 남사당로 196-61 677-7528

36 태양의집 거주 대덕면 미륵로 174-99 676-8181

37 파라밀요양병원 이용 죽산면 녹배길 139 677-2613~7

38 파라밀요양원 거주 죽산면 녹배길 135 671-3677

39 평안노인요양원 거주 보개면 동평길 192 674-7550

40 하늘정원요양원 거주 공도읍 상마정앞길 11 666-5648

41 한결요양원 거주 삼죽면 동아예대길 23-27 677-9522~3

42 한사랑너싱홈 거주 죽산면 용설로 372 675-0911

43 환희너싱홈 거주 일죽면 하동길 24-29 674-7705

44 희망요양원 거주 서운면 서운신기길 60-91 671-3635

노인분야
S

                연변      수요처명                                         분야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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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맑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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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이용
명륜길 82(구포동) 안성교육지원청
별관 3층 wee센터

678-5278

18 안성사랑지역아동센터 이용 비룡1길 65(당왕동) 675-1108 

19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낙원길 108 청소년문화의집 2층 676-1318

20 안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 공도읍 승두길 46 647-6151

21 예랑 지역아동센터 이용 죽산면 죽주로 292-22 676-1345

22 온유그룹홈 거주 공도읍 공도로 142 101동 1303호 010-4150-9060

23 자혜아동그룹홈 거주
공도로 142, 118-802
(디자인시티 블루밍아파트)

658-2090

24 톡톡플러스지역아동센터 이용 양성면 난실길 13-9 672-1254

25 하랑지역아동센터 이용 공도읍 진건중길 89 652-5020

26 한빛 그룹홈 거주
공도읍 양기길 46 송정아파트
109동 104호

616-2383

27 한우리그룹홈 거주 중앙로 367번길 51-3  675-0503

28 행복한 집 거주 고수2로 28 태영아파트 101동 1304호 675-0958

1 경기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아양로 72, 상가동 2층(아양동) 676-2911

2 경기지역아동센터 이용 공도읍 승두길8 3층 651-8191

3 공도중학교 교육복지실 이용 공도읍 공도로 115-12 031-612-7264

4 국공립 아양어린이집 이용 아양로 52(아양동) 677-8005

5 꿈나무그룹홈 거주 대덕면 외건지1길 12 673-2080

6 내혜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용 내혜홀3길 29(아양동) 671-1089

7 다솜 그룹홈 거주 대덕면 누르재안길 12-5 010-4488-9286

8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덕면 내리7길 16 2층 031-672-1061

9 대림동산 지역아동센터 이용 공도읍 방축길 10-26 655-6464

10 리라아동복지관 거주 원곡면 용소길 65 653-3281

11 맑은물그룹홈 거주 공도읍 마정강변길 33 618-4080

12 비젼슐레지역아동센터 이용 미양면 가살미길 42 070-7548-9103

13 사회복지법인 나라어린이집 이용 죽산면 구교동길 70 676-6193

14 세움지역아동센터 이용 공도읍 기업단지로 72 다동 201호 658-0677

15 수산나네집 거주 대덕면 신령로 234-3 675-0087

16 신생보육원 거주 금광면 북절골길 72 675-3218

아동 및 청소년
분야

Y
                연변      수요처명                                         분야                   주소                                                          전화번호              

1 다비타의집 거주 죽산면 걸미로 778-54 676-0025

2 사회복지법인금란 가온 거주 보개면 절가리길 73 671-1822

3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서운면 서운로 277-3 8057-2156

4 성요셉의집 거주 원곡면 새터길 74 653-3169

5 시메온의집 거주(장애여성) 현수1길 35(현수동) 674-1012

6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 배티로 1097(현수동) 안성시장애인복지관 2층 675-0075

7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이용 배티로 1097(현수동) 678-5873

8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배티로 1097(현수동) 안성시장애인복지관 1층 672-6193

9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 중앙로411번길 65(구포동) 671-0015

10 태규네집 거주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00-16 672-0043

11 평화원 거주 보개면 보개원삼로 735 676-9947

12 한길마을 거주 고삼면 고삼호수로 31-21 672-9044

13 혜성원 거주 양성면 양성로 587 672-2284~5

장애인 분야
H

                연변      수요처명                                         분야                   주소                                                          전화번호              

42 안성시자원봉사센터



1 마음샘 사회재활센터 이용(정신질환자) 장기로 39(인지동) 676-4055

2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정신보건) 강변로74번길 18 678-5367

3 온 거주(정실진환) 공도읍 정봉길 32 654-3220

정신질환. 보건
                연변      수요처명                                         분야                   주소                                                          전화번호              

기타분야
E

                연변      수요처명                                         분야                   주소                                                          전화번호              

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용 명륜길 82(구포동) 678-5224

2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공도읍 공도로 51-11 678-6801

3 공도다문화센터 이용 공도읍 장수길 43 618-9041

4 디딤돌작은도서관 이용 공도읍 마정강변길 45-2 651-0583

5 부영도서관 이용
공도읍 만수로 31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618-0089

6 사단법인 예랑복지센터 기타 죽산면 죽주로 292-22 070-7788-1377

7 송정작은도서관 이용 공도읍 양기길 46 618-0064

8 안성 연화마을 푸드뱅크 기타 일죽면 금일로 93 674-1356

9 안성경찰서 이용 알미산로 140(도기동) 070-8117-1040

10 안성맞춤박물관 기타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678-2507

11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용
산수유길 15(숭인동)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677-7191

12 안성시공도도서관 이용 공도읍 공도5로 26 678-3213

13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용 장기 1길 62(성남동) 675-6513

14 안성시립보개도서관 이용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5 678-5333

15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이용 안성맞춤대로 1150(금산동) 676-7941~2

16 안성시립진사도서관 이용 공도읍 진사2길 70 678-4092

17 안성시보건소 이용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678-5743

18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이용
중앙로 451번길 11(봉남동)
한마음복지관 2층

675-7676

19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용 공도읍 승두길 46 1층 657-2472

20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
중앙로 327(석정동) 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01호

8057-0192~3

21 안성시청 환경과 이용 시청길 25(봉산동) 678-2651~2

2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산수유길 15(숭인동) 671-0631

23 종려나무 작은도서관 이용 금산1길 10 2층(금산동) 070-8117-1040

24 죽산작은도서관 이용 죽산면 중부길 41 677-7941

25 태산도서관 이용 공도읍 꽃길36 태산@관리동3층 618-0084

26 태평무전수관 기타 태평무길 42(사곡동) 676-0141

27 풍림작은도서관 이용
공도읍 서동대로 4079 주은풍림아파트
관리동 1층

618-0062

28 하랑내과의원(하랑내과 호스피스) 호스피스 공도읍 상마정앞길57 618-8814

29 희망나무작은도서관 이용 계동길 34-12(계동) 677-8291

43맑은누리

자원봉사자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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