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활동 안내서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와
자원봉사자가 지녀야 하는 행동지침
자원봉사 실적확인 방법
자원봉사활동의 영역별 안내
자원봉사활동 혜택 등을 알 수 있는 안내서 입니다.

열린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 성장을 지향하는 PARTNER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의 1985년 5월 개관이래
지역 내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PARTNER 라는 주제로 비전을 갖추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곳입니다.

Professional (전문성)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Accessibility (접근성) – 공유공간 마련을 토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
Relationship (관계) – 지역주민과 상호협력적 소통관계 구축

Transition (변화) – 변화하는 복지경향에 신속하게 대응
Network (네트워크)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Exchange (교류)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관계맺기
Response (응답) – 지속적인 욕구파악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 수용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함께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구 춘 희

자원봉사 기본 안내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을 말합니다.

1.자발성 :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
자원봉사의
특성

2.공익성 :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 사회전반의 안녕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3.무보수성 : 자원봉사의 대가로 보람과 만족 외 보수, 권력 등을 바라지 않고 실천
4.지속성 :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실천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봉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킨다

자원봉사자
행동지침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활동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킨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위, 명예, 존경 등을 기대하지 않는다
-끊임 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검소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1. 요구 시 활동기간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자원봉사자
실적 인정 기준

2. 인증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 금지한다
3. 시간 인증은 개인단위로 한다
4. 매 활동 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한다
- VMS(인증관리사이트)에 회원가입을 꼭! 해주세요

자원봉사자
실적확인 방법

- VMS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안전한 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사자 본인이 직접 회원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
-일시 : 월 –금

경로식당

09:30-13:30
-활동내용 :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용 음식 조리

-일시 : 월 –금
12:00-14:00
-활동내용 : 거동불편어르신

식사
밑반찬
배달

가정에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일시 : 매월 2째 화요일

이미용
봉사

09:30-13:30
-활동내용 : 월 1회 저소득
어르신 이미용 /방문 이미용

-일시 : 월 1회
09:00-13:00
-활동내용 : 월 1회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활동 보조

이동
목욕
봉사

자원봉사 활동 내용
-일시 : 상시

가사봉사

-활동내용 : 지역 내 저소득/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가정 환경 개선

-일시 : 4째 토요일
10:00-14:00
-활동내용 : 저소득아동문화

가자!
세상으로

체험활동 보조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일시 : 동계/하계 방학중
-활동내용 : 자원봉사기초교육
고령자유사체험/마을탐방 및
지도 만들기

자아
성장특강

-일시 : 월 1회 토요일
-활동내용 : 지역지킴이단
알림이단/서포터즈 활동

자원봉사 활동 내용
아동
놀권리
프로그램

-일시 : 월 2회 토요일
10:00-12:00
-활동내용 : 아동 놀이
제작 프로그램 보조

-일시 : 상시
-활동내용 : 정서적 어려움을

세시봉

가지고 있는 어르신 대상 안부
전화 실시

-일시 : 행사 시

업무보조
행사지원

-일시 : 월-금
-활동내용 :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자 케어 및 프로그램 보조

참누리
주간보호
센터

-활동내용 : 지역주민축제 및
다양한 행사지원/업무보조

자원봉사자 지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월 1회
감사문자 및
감사편지 발송

신규 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야유회

감사의날
포상/뱃지수여

자원봉사자
활성화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