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나눔 큰기쁨

자원봉사 수요처 소식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연두꿈터, 파란꿈터, 

초록꿈터에서 연령별, 성별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주부, 직장인, 단체, 아동청소년 보육관련 전문가들의 학습지

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지원업무, 노력봉사 등의 봉사 

외에 연두꿈터에서는 20세 이상 보육경험이 있는 봉사자들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 인식개선, 정체성 

확립과 기초적인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 현재의 보호과 더불어 일

반고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립하고자 한다. 중증장

애인생산시설 생산품으로 재생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업 보조와 단순 포장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연중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 봉사 외에 빈곤, 결손 가정의 청소년도 꿈과 

희망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무료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급식소 지원, 행정 지원 및 공부방 학습지도, 재능나눔 봉사를 할 

수 있다.

주소  백련산로 14길 20-11   문의  351-2000, 2100, 2262

주소  연서로22길 3   문의  383-8700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의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인

과 함께 의료 기관과 건강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주민자치조

직. 치료 뿐만이 아니라 지역보건복지 사업과 운동,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소모임도 운영 중이며 행정 지원 및 행사, 프로그

램 운영 보조등의 봉사 활동을 한다.

주소  서오릉로 149 세웅빌딩 2층   문의  6014-9949 주소  수색로 390   문의  309-7480

빛나눔보호작업장

서울시립 꿈나무마을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마을의 시간을 간직한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독특한 건축미와 주민

참여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어린이 도서를 비롯하여 

청소년, 마을, 만화, 미디어 자료실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매개로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자료 배가 및 보수, 이용 안내등의 봉사 활동 외에 도서관에서 가

능한 청소년 기획봉사도 가능하다.

주소  연서로 13길 29-23 구산동도서관마을   문의  357-0100

나눔의 둥지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위해 탄

생한 공간으로 물품 기부와 알뜰한 구매로 환경을 살리는 것은 물

론이고 소외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친구, 가족, 동료가 함께 일일가

게 주인으로서 물품 판매와 기부의 자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매장

물건 정리 및 분류, 판매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주소  연서로 253-9   문의  356-8004

아름다운가게 연신내점 

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봉사자 모집, 운

영, 실적 관리, 교육 등의 역할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지침에 의거 승인 

받은 자원봉사 활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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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guide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안내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를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설립목표 자원봉사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시민으로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설 립 일 : 1999. 7. 24
•형 태 : 은평구청 직영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봉사자 등록 현황
(2016. 12) 계 남 여

97,157 38,736 58,421

10대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5,834 27,865 14,920 9,329 5,613 3,596

성별 단위 : 명

단위 : 명연령별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 

지역의 기관 ·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시범 운영

그 밖의 은평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홍보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3 5 

2 4 

 2017.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
기간(월) 운영 계획 기간(월) 운영 계획

1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학교 10 수요처 관리자교육

2
센터소식지 제작 발송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은평나눔틔움학교  
모집 운영 (2~11월)

11
청소년 자원봉사 컨퍼런스
캠프 사례발표회

3
청소년 봉사단 모집  
(청소년기획봉사단, 크레파스 봉사단 )
센터 e-뉴스레터 제작 발송

12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센터 e-뉴스레터 제작 발송

4

캠프 우수프로그램 공모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교육강사단 양성과정 운영
신규 상담가 양성과정 운영

상시

운영

• 자원봉사캠프 운영 
•기업 자원봉사 연계
• 성인자원봉사기본교육
• 학교방문 자원봉사교육 
•수요처 봉사자 대상 자원봉사교육

•청소년 봉사단 운영(3~10월)    
•청소년 주말/방학 프로그램 운영
•주민핸즈온 운영
• 가족봉사단 운영
•전문봉사단 운영 
• 공무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 상담, 배치
•자원봉사 실적 관리
• 수요처 등록 및 관리
•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운영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

5
수요처 관리자 교육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상해보험 가입

6
자원봉사 박람회
센터 e-뉴스레터 제작 발송
자원봉사 주간운영

7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 

8
청소년 나눔캠프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 

9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센터 e- 뉴스레터 제작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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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작은자원봉사센터

洞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캠프란 
무엇인가요?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자원봉사센터로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각 洞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각 동 자원봉사캠프에 소속되어  
각동의 특성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을 동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선 주로 누가 
활동하나요?

우리 동네 캠프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캠프명 활동 내용 연락처

녹번동 학습봉사, 풍선아트 351-4503
불광1동 장애인 난타교실, 농촌체험, 네일아트 351-4527
불광2동 새싹마을합창, 어르신행복나들이 351-4557
갈현1동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강좌·취미·정서지원 351-4576
갈현2동 방학중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환경정화활동 351-4602
구산동 아동 1:1학습멘토링/저소득가정 문화사회체험활동 351-5173
대조동  옥상텃밭가꾸기 351-5202
응암1동 독거어르신 반찬배달/소독봉사 351-5233
응암2동 북카페 동화읽기/실버종이접기 351-5263
응암3동 불광천 환경정화 활동 351-4730
역촌동 한올 수세미 뜨개봉사, 어르신 목도리뜨개 봉사 351-4755
신사1동 학습봉사 투터링 351-4779
신사2동 무료 손뜨개 강좌 351-4806
증산동 저소득 어르신 이미용서비스 351-5396
수색동 행복한 방 만들기 351-5424
진관동 발사랑봉사단, 자살 및 우울증 예방상담 351-5473

1) 동별 자원봉사캠프 활동

자원봉사양성교육 및 실습을 이
수한 자원봉사자로서 각 동 자
원봉사캠프에 소속되어 자원봉
사자들을 상담하고 활동을 지원
하는 자원봉사 리더.

역할   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 
수요처 및 일감개발 관리, 자원
봉사자 상담·배치 및 활동관
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및 
실시, 수요처 등록 안내 등 

자원봉사상담가란?

2) 은평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기타 연간 활동

• 신규자원봉사상담가 양성

• 동 자원봉사캠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2016 은평 자원봉사 박람회

• 2016 따뜻한 이웃나눔 동 캠프 사례발표회

단위 : 명

1. 즐거운 전래놀이 교실 (대조동 캠프)  
2.  청소년 자원봉사와 응급조치 교육 (갈현 2동 캠프)

3.  장애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불광1동)

4. 어르신 미술활동 (불광 2동)

5. 손뜨개교실 (응암 2동 캠프)

6.  ‘따뜻한 이웃나눔’ 자원봉사캠프 연말 발표회 

1 

2 

4 

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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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이 궁금할 땐, 언제라도 클릭!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자원봉사 참여 안내 

1.  1365나눔포털(www.1365.go.kr)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기

2. 초기화면에서 ‘개인봉사참여’ 클릭

3.  봉사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봉사자 유형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은평구 외 지역도 봉사 가능)

4.  개인(시간인증) 상세내용(시간, 장소, 내용)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5. 봉사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봉사하기 

6.  봉사활동 운영기관에서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록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자원봉사 신청 가능) 

1365 나눔포털(www.1365.go.kr)에 자주하는 질문 

Q1. 기존1365 포털회원인데 로그인이 안되요.

A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로그인 클릭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기존 아이디가 영어대문자인 경우 
소문자로 바꾸어 입력 
 (ABC123 → abc123)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 
아이디 통합 요청 
 (Tel.1670-1365, 351-6496)

*개인정보에서 유관 기관과 실적 연계를 위한 ‘동의’ 선택 필수
*전송 완료된 실적은 재전송 불가

3 

4 

A2.  1.  1365나눔포털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발급> 클릭

 2.  ‘시간인증형 자원봉사 참여횟수’ 클릭하여  

봉사시간 확인

 3.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조회기간 최대 3년) 

 4.  출력하고자하는 봉사 목록 체크 후  

확인서 출력버튼 클릭

Q2. 1365 나눔포털에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출력하고 싶어요.

3

Q3.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이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연계가 안되요. 

A3. 1.  1365 포털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자원봉사실적 나이스 연계> 클릭

 2. 주민번호,학교검색 클릭 후 본인학교 선택

 3. 학생정보 확인 클릭 후  보내고자하는 실적 선택

 4. 실적전송버튼 클릭하여 나이스로 전송 

 5.  담임 선생님이 전송된 자료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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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체결 가맹점

자원봉사자 할인  

최원호병원

혜택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 20%할인

위치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45 (녹번동)

연락처 1588-3797

혜택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연락처 350-3300

청구성심병원

혜택  정규과정 수업료 50% 할인 및 부설 평생교육원  
특별회원 적용

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및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8길 11, 3층 (도곡동)  
서울지역학습관

연락처 1644-9775 

홈페이지 http://www.corea.ac.kr 및 http://cw.corea.ac.kr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혜택  학점은행제 학위교육과정 및 자격증 과정  
장학 혜택

위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4길 26-2 (신사동)

연락처 380-2561 

홈페이지 http://edu.scu.ac.kr 

서울기독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소
지자 및 가족(등본 등재)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및 신분증, 등본(가족의 경우)을 지
참하여 본인 확인 필수

•대상• •방법•

혜택 안경 등 구매금액의 10% 할인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21 (대조동)

연락처 382-4388

다비치안경 연신내점

혜택 안경 등 구매금액의 10% 할인

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29-21, 104호 
(진관동, 드림스퀘어빌딩)

연락처 359-0709

글라스스토리 구파발역점

Q3.  보험료 지급 기준은 어떤가요?

A3. 지급기준 보장내용 지급기준 보장내용

사망상해·후유장애 20,000만원 배상책임 3,000만원
상해 입원일 당(일) 5만원 골절수술비 50만원
상해 통원일 당(일) 3만원 2017년 보험 재계약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다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1.  예.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이신 분은 봉사활동 중 또는 봉사활동 관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정의 상해보험료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안내

대상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교육을 원하는  

자원봉사자 

일시   매월 4째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자원봉사교육장

내용   자원봉사 가치와 역할, 활동 방법, 활동처 연계 상담 등

신청방법   1365나눔포털에서 신청(351-6497)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안내 

Q2.  상해보험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2.   1.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정보에서 상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가입 체크

         2.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351-6492~4)을 해주세요.

         3.  상담 후 보험적용 대상이 확정되면 약제비 영수증  

일체,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평구자원봉사센터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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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이희철 강처례  성인경  송용식  안영순  이영호  전만직  지재숙  최일백

2016년 명예의 전당 등재 봉사자 2016년 우수봉사자 ｜ 연간봉사실적 1000시간 이상
봉사왕

2016년 우수봉사자 ｜ 연간봉사실적 500시간 이상
금장

권영섭  김기원  김대수  김영락  김영희  김은화  김형숙  김효요  남두리  문무순  민애경  박경숙  박기화  박병옥  박유자  박인애  박창규  
박충길  배경례  성대열  소기덕  손영자  손정숙  손정희  유명선  유재웅  윤금섭  윤희정  이수형  이예숙  이옥혜  이현숙  이화영  장봉순  
장선자  장세성  장현순  전영자  전재숙  정일선

2016년 우수봉사자 ｜ 연간봉사실적 300시간 이상
은장

강남용  강석미  고미선  권정국  김광옥  김민경  김복동  김생두  김숙자  김연진  김영근  김영순  김은주  김정애  김준기  김진기  김진엽
김진화  김태중  김현숙  김혜린  김혜선  마천숙  민향기  박래훈  박병옥  박시연  박준형  박현애  박혜선 박혜숙  박홍찬  서영선  성기범  
소기덕  송영숙  송재희  신은정  신재우  양한구  양희자  엄태진  여순옥  오복선  오성호  유숙희  윤점식  이건재  이수근  이순영  이재매  
이정연  이정희  이주영  이태희  장준아  전순재  전용숙  전채란  정금숙  정순희  정운필  정하림  조길웅  조윤숙  조정실  차기순  채성희  
천경순  천봉희  최경숙  최성숙  하정자  허순자  홍종해  황남연

2016년 우수봉사자 ｜ 연간봉사실적 100시간 이상
동장

EZRAYESHOO  간정훈  강기남  강기분  강도연(49.10)  강도연(99.05)  강문자  강민숙  강민정  강성례  강성모  강성진  강영권  강우형   
강윤화  강은숙  강은아  강정순  강효림  강희원  고명화  고철우  공춘숙  곽란희  곽유정  구상미  구상희  구인희  구홍규  권성태  권수진   
권숙진  권순옥  권유봉  권지수  권형순  기우종  길민주  김가형  김갑수  김강희  김경순(62.01)  김경순(55.01)  김경자  김경희(65.04)   
김경희(74.01)  김근령  김금식  김기영  김다미  김달중  김동주  김명규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58.11)  김명옥(72.03)  김미경  김미선 
김미양  김미영  김미지  김병복  김병찬  김부식  김분예  김상란  김상민  김선아  김성남  김세진  김소영  김순영  김순회  김시은  김시훈   
김애경  김애란  김애선  김양자  김연택  김영민  김영신  김영심  김영애  김영해  김예담  김예동  김예원  김옥순  김옥진  김운숙  김유화 
김윤경  김윤하 김은영  김은정  김인숙(67.02)  김인숙(64.10)  김인자  김재선  김재훈  김 전  김정분  김종선  김종인  김중곤  김지나 
김지영  김진형  김창순 김청자  김춘자  김태경  김태자  김하빈  김항태  김현자(58.04)  김현자(65.02)  김혜미  김혜연  김혜지  김홍미 
김효주  김희숙  나희찬  남혜숙  노교범  노영옥  뉴연홍번  류연수  마영신  박다남  박대원  박덕순  박석란  박숙현  박순미  박순이  박시연 
박신애  박영광  박영미  박은정  박이솔  박재경  박재원  박재홍  박정자  박정하  박종숙  박주연  박지수  박지연  박현숙  박혜연  박화순 
박희준  방옥자  배미선  배지은  백경숙  백복순  백주영  백효정  백희숙  변종아  빙인옥  사계숙  서경자  서경희  서동인  서미연  서애란 
서영옥  서우석  서장원  서주봉  서주영  서혜숙  석기영  선용주  성순식  손기환  손세희  손은자  송경준  송고순  송명희  송미숙  송민선 
송수남  송수림  송연희  송예선  송현희  신동숙  심삼철  신영선  신영임  신원영  신윤재  신재용  신정자  신정의  신지수  심기철  심영주 
심임봉  심태섭  안미선  안미자  안수정  안옥순  안진희  양연화  양우영  양은희  양현숙  양희원  어기선  여봉숙  연영애  염영숙  오경준 
오금희  오방진  오영제  오혜성  용종현  우수자  원미애  원송재  원숙희  원영숙  원은자  원종호  위석환  유민석  유순표  유원목  유재형 
유정순  유주연  유진례  유혜순  유화원  육소희  윤명숙  윤성란  윤소영  윤애선  윤영구  윤정원  윤지영  윤혜영  윤효진  이강연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희  이기남  이나리  이대성  이대우  이덕봉  이도진  이동민  이 란  이명희  이미은  이미향  이민선  이병권  이보미 
이상조  이상훈  이서우  이선영  이성욱  이수현  이순옥(54.08)  이순옥(71.05)  이승희  이신애  이아정  이애경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진  이영호  이영훈  이유림  이은애  이은영  이은혜  이인범  이자옥  이재상  이재숙  이재원  이재인  이정옥  이정자  이종윤  이지성  
이진옥  이진호  이철성  이춘희  이충옥  이하운  이한희  이현주  이현준  이혜순  이호준  인경숙  임가영  임미옥  임선영  임숙빈  임양선  
임웅규  임월희  임유정  임재선  임재열  임지혜  임채연  임천규  임춘일  임해경  장남섭  장동황  장은영  장정숙  장정윤  장종범  장한수  
장현숙  장혜연  전경숙  전기은  전말숙  전미리  전병구  전우진  전준자  전태수  전혜선  정두호  정명옥  정봉희  정선아  정수진  정순연  
정순옥  정순희  정승규  정연수  정연순  정원임  정원학  정윤희  정은규  정재길  정재연  정정재  정현미  정현숙  정현희  정혜윤  조경옥  
조경희  조기정  조대흠  조복수  조상춘  조선희  조수민  조수옥  조유리  조은지  조혜지  조호영  주경선  주명희  주정자  지광규  지수연  
진미경  진연옥  진영은  진영희  진윤옥  차명란  차진영  채혜련  천금란  최명근  최명숙  최미숙  최미혜  최보련  최상환  최송화  최수진  
최순옥  최옥경  최옥선  최용준  최우혁  최유미  최윤정  최의식  최정화  최하진  최현미  최형희  추은수  편옥희  편재원  편화영  표지선  
하승원  하영진  하유순  하정아  한덕원  한동숙  한봉근  한성순  한승훈  한영자  한예순  한윤숙  허경리  허순회  현삼만  호옥자  홍현숙  
황경선  황기용  황상필  황순희  황희경  강  미  송연희  박은영  김옥란  이세민  정윤재

 2016. 은평
자원봉사자의 날

2016.12. 7.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의 봉사자를 모시고 
‘2016. 은평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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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요처명 연락처 분류 수요처명 연락처

공공

기관

(재)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방문자센터)

02-359-5327

복지

기관

엔젤스헤이븐 02-355-1701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02-6341-6413 역촌노인복지관 02-385-9500
구산보건지소 02-351-8702 영낙노인복지센터 02-355-9550

서울시립 은평병원 02-300-8251 월드비전꿈빛마을 02-357-1318
서울특별시서북병원 02-3156-3286 위드주간보호센터 02-385-5841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02-388-8233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02-384-1320

은평보건소 02-351-8205
은평늘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8750-1724

은평역사한옥박물관 02-351-8524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 02-6181-7510

복지

기관

가톨릭서울형데이케어센터 02-354-1380 은평신사데이케어센터 02-351-9988
갈현노인복지관 02-357-2640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8
구립진관어린이집 02-358-0181 은평재활원 02-358-2046
구산데이케어센터 02-353-0840 은평종합사회복지관 02-307-1181

굿네이버스 서울중부지부 02-3157-1391 은평지역자활센터 02-307-1186
꽃동네도시락 070-7796-7101 은평천사원 02-355-1701
나눔의둥지 02-383-8700 응암노인복지관 02-355-2997

녹번노인돌봄센터 02-354-1116 인덕원붓다마을 02-3156-7500
녹번종합사회복지관 02-388-6341 임마누엘신사공동생활가정 02-6414-9998
다솜장애인재활시설 070-4601-2424 임마누엘역촌공동생활가정 02-352-9802

민들레울 02-372-4398 증산동 바오로 교실 02-305-5180
불광노인복지관 02-385-3222 포도원복지센터 02-386-4020
불광데이케어센터 02-385-3225 한마음공동생활가정 02-354-6102
불광작은예수의집

공동생활가정
02-355-0877 한마음종합복지센터 02-357-5775

빛나눔보호작업장 02-309-7480 해피안 02-385-0705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02-382-1441
서울 시립 은평의마을 02-3156-6333~4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02-357-0100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8724 다섯콩도서관 02-384-1184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 02-351-2015 대조 꿈나무어린이도서관 02-382-3959

선덕원 02-382-3556 마을n도서관 070-7657-1533
성우회 02-354-8116 상림마을작은도서관 02-383-8558

시립 은혜로운집 02-3156-6417 영광영재도서관 02-354-7177
시립 평화로운집 02-3156-6500 올리브나무도서관 02-6407-1255
신사노인복지관 02-302-0303 은광교회 도서관 02-383-2116

신사종합사회복지관 02-376-4141 응암정보도서관 02-308-2320
에버그린데이케어센터 02-356-6004 푸른풀밭작은도서관 02-354-9199

분류 수요처명 연락처 분류 수요처명 연락처

지역

아동

센터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070-7113-5617

시민

단체

(사)마을 02-322-1963
갈현지역아동센터 02-356-7942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02-6238-3200
광암지역아동센터 070-4025-0953 (사)블루환경 교육센터 02-3012-2050

구립벧엘지역아동센터 02-351-3790 (사)세상아이 02-352-3511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02-389-4443 (사)열린사회은평시민회 02-382-3849

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02-382-1496 (사)이주노동희망센터 02-2039-2950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 02-308-7982 (사)한국여성의 전화 02-3156-5400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02-383-8883 가족세대통합연구소 서로이음 070-4681-7472
동방지역아동센터 02-382-9387 물푸레생태교육센터 070-8863-9400
보물섬지역아동센터 02-388-0145 생태보전시민모임 02-381-9410
비단산지역아동센터 070-7716-0688 아름다운가게 연신내점 02-326-8004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070-7502-4812 옮김 070-4465-2265
샘지역아동센터 02-6205-5237 은평노동인권센터 02-6339-8272
은광지역아동센터 02-355-6184 작공 070-7657-1533

은평복지관꿈자람지역아동센터 02-306-1158 재미난장 070-7303-7627
은평지역아동센터 02-353-2268

청소년

기관

지구지킴이에코맘 070-7591-0172

지역아동센터 열린학교 02-353-2268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02-387-0771

진관지역아동센터 02-389-1083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은평지구회 02-356-2414

사회적

협동

조합

(사)금자동이 02-355-8943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문화공간JU 02-382-5652

(사)더불어사는사람들 02-3275-7080 데레사의 집 02-303-4301
민달팽이 유니온 070-4148-9120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02-383-9966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떼 02-334-8209 월드유스비전 은평지부 02-2683-4995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

02-2038-4538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02-353-7910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02-6014-9949 은평청소년문화센터 070-7608-9991

엄마품속의천사 010-9149-1327
은평청소년수련관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070-7113-4995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02-3148-3366 즐거운 반딧불이 070-8223-7529
조은복지협동조합 02-395-3955

기타

한빛마을센터 02-359-8111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010-7571-2656 (사)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 02-355-8806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02-388-0419 건우나눔자리 02-383-2304

홈스테이인코리아 02-374-1715 다문화박물관 02-323-6848
시민

단체

(사)초록 02-389-7708 산새마을주민공동체운영회 070-4421-7826
(사)빛소리친구들 02-309-7480 월드유스비젼 02-683-4995

수요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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