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  재능 나눔 
봉사자를 모십니다

1차모집 2015. 2. 2. ~ 3. 20.           ※ 수시 모집 : 연중

모집분야 교육, 문화·예술, 문화·관광, 평생 교육, 기타 분야

모집대상
 5060 베이비부머 어르신 

(해당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가입 

⇨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기본 교육 이수 ⇨ 전문 교육 등 수강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신청서비치
동 주민센터,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홈페이지) : http://vol.sdm.go.kr

신청방법
①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 전자 우편(이메일), 전송(팩스)로 송부
   ※ 전자 우편 주소 : sdm1365@sdm.go.kr   전송(팩스) 번호 : 02-330-1604

②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문 의 처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 02-330-1780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ENJOY your SECOND LIFE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문의 : ☎ 02-330-1780)

□ 1 차 모 집 : 2015. 2. 2. ~ 3. 20.             ※ 수시 모집 : 연중

□ 모 집 분 야 : 교육, 문화·예술, 문화·관광, 평생 교육, 기타 분야

□ 신청서비치 : 동 주민센터,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vol.sdm.go.kr    

□ 신 청 방 법 : ①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 전자 우편(이메일), 전송(팩스)로 송부
※ 전자 우편 주소 : sdm1365@sdm.go.kr   전송(팩스) 번호 : 02-330-1604

②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 제 출 서 류 : 신청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신 청 자 격 : 서대문구에서 재능 나눔 봉사를 희망하시는 5060 베이비부머 어르신
(해당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분 야 세부 분야 봉사자 유형         활 동 내 용

교 육

학습 지도
전직 초등·중등학교 교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한부모 가정 자녀, 저소득 가정 자녀등에게 
방과 후 학습 지도

한자 교육
한자 지도가 가능한 퇴직 교사, 
성균관 유학자 등

한자 교육, 예절·차례상 교육 (청학동  
어르신 초청 강의), 전통문화 전수 등

특수 교육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 재가교육에 파견되어 재활  
치료 지원 등

문화·예술
문화·예술

노래·춤·연기·악기 연주 등에 
소질이 있는 분

보육시설, 요양원 등 공연, 
저소득 가정 자녀 악기 무료 강습

체육 지도
전직 축구, 배드민턴, 
골프 선수 등 전문 체육인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년 건강 지도, 
초·중·고등학교 C/A활동 강습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전직 문화재 관리, 
향토사학 관련 전문가

문화재·전통문화 보존, 
정보 전달 알리미 역할

외국어 통역
외국어 통역 경력자 
또는 통역 관련 전문가

국제 행사 통역, 
다문화 가정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기 타

보건·의료
의사, 간호사 등 
의료 행위 자격이 있는 의료인

의료 상담 및 간단한 의료 처치 기술
교육 등

상담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경험자 
또는 심리 상담 전공자 

노인·청소년 대상 심리 상담, 
어르신 말벗 봉사 병행 

소방·안전
전직 소방 관련 근무 경력자, 
위험관리사 등

한국기술안전교육원에서 교육 후 
공공시설물 안전 모니터 역할

서대문구에서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재능 나눔 시니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륜, 지혜, 재능을 지역 사회에 나누며  
노후의 아름다운 삶을 보내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을 아래와 같이  
모시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  재능 나눔 봉사자를 모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