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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형 자원봉사활동

집합 봉사가 어려운 기업에 봉사활동 키트와 활동매뉴얼(동영상) 을 보내

장소와 시간에 제약 받지 않고 사옥 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



키트형 자원봉사활동

<어르신 건강부채 만들기> <어린이 안전우산 만들기>

• 일시 : 연중 상시

• 인원 : 20~100명

• 예산 : 1키트 15,000원(2개)

• 만들기 키트, 활동매뉴얼(동영상)

• 전달처 :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 일시 : 연중 상시

• 인원 : 20~100명

• 예산 : 1키트 25,000원(2개)

• 만들기 키트, 활동매뉴얼(동영상)

• 전달처 :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참여방법

[접수]
• 유선
• 메일
• 홈페이지 상담배너

[상담]
• 일정조율
• 인원
• 활동비 등

[키트제작]
• 2~3주 소요

[활동비 입금]

[키트 배송]
• 3~4일 소요
• 키트 및 매뉴얼
(센터 → 기업)

[봉사활동 진행]
• 1~2주 간 진행

[완성품 배송]
• 3~4일 소요
• 키트 및 매뉴얼
(기업 → 센터)

[후속작업]
• 기부금영수증or전자계산서 발급
• 전달처 물품 전달 등



참여방법

1. 키트 제작에 2~3주가 소요되니 희망하는 일정에 한달 전에 문의주세요!

2. 활동비는 최소 3주전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3. 지출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 또는 전자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로 발급됩니다.)

4. 입금되고 난 뒤 활동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활동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단, 활동 일정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5. 완성된 물품은 지역 사회에 전달되니,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세요!



캠페인형 자원봉사활동

<착한마스크 나눔 캠페인>

• 장소 : 사옥 내

• 내용 : 기업 또는 임직원들이

마스크(KF80, 90)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기부된 마스크를 지역사회에 전달

• 전달처 : 의료진 또는 취약계층



참여방법

1. 기업 자체 또는 일정 기간 임직원들의 기부참여를 통해 마스크를 모아주세요!

2. 모인 마스크를 서초구자원봉사센터로 보내주세요!

3. 전달식 및 전달사진을 촬영합니다!

(희망 시 진행하며, 장소 및 시간 협의)

4. 9/30(수) 까지 기부된 마스크는 모두 취합하여 10월 중 함께 참여한 모든 기업의

이름으로 의료진 또는 어르신에게 전달예정입니다!

(9/30(수) 이후에도 언제든 기부 가능합니다!)

5. 지출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 또는 전자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로 발급되며, 기업 자체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 증빙으로 발급 가능)



감사합니다
언제나함께하고싶은최고의자원봉사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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