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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노고가 품격있게 존중 받고, 
삶의 자부심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만 울산동구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자원 봉사 센터가 법인화 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것 
으로 기대했던 COVID-19펜데믹은 여지없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로만 전해듣는 조선 경기의 호황은 아직까지 요원하고 수많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은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경제 활동의 위축과 심한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현상들은 자원 봉사 센터의 변화된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 
습니다. 기존의 시설중심,현장 중심의 자원 봉사 방식만으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관심과 욕구를 채울 수 없게 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 방식의 설계가 필요했고 기존 봉사자들의 참여를 지속적 
으로 유도하는 방법 또한 필요했습니다.
직원들과 토론하며 마주한 현상들의 대안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해의 성과집을 내려하니 겸허하게 뒤를 돌아 
보며 자성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단위별 프로젝트는 직원들의 열의 덕택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벤치 마킹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과는 우리 센터의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그러나 COVID19 
펜데믹으로 현장 활동이 줄어들면서 기존 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그에 
따른 등록자 대비 실질적인 봉사 참여인구가 감소하는것은 커다란 아쉬움입니다. 
기존틀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개인별, 대면, 비대면 형태의 혼합된 활동 
방식은 오랫동안 결속력을 가지고 현장이나 시설에서 고생했던 봉사자들의 참여 
의식을 무뎌지게 하고 더러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 
입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는 기존 봉사자들과 새로 참여한 봉사자들이 위화감 
없이 서로 결집하고 존중하며 변화한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자원봉사자
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들의 향기가 세상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움추리고 있을 때 선뜻 나서서 헌신하는 5만 동구 지역 자원봉사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 춘 화김 춘 화사단법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 장 호이 장 호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사단법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종전에 자원봉사 문화는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자원봉사자를 공공재처럼 여겼고 이는 활동 이후 봉사시간 
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금의 봉사문화를 진단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봉사자들께 알려드리고 다양한 기획 자원봉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사활동을 투입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가치를 봉사자들께, 그리고 지역
사회에 피드백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성과보고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듯 초고령사회 진입을 3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 
에 부재한 “예방적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봉사자들이 추진했던 다양한 실험 
활동들은 울산 전지역을 넘어 전국에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초등생들에게 시화를 기부받아 버스 
정류장에 매달 교체게시 하고 소감을 남기도록 함으로서 아이들과 어른이 비대면 
교육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었던 활동들도 주민들에게 칭찬 받았던 좋은 사업이 
었습니다.
또 골목골목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상습투기로 골머리를 앓았던 마을버스 정류장 
에 봉사자들이 그늘벤치를 제작/설치 함으로서 불법주차가 사라지고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던 곳을 멋진 갤러리로 바꿔 낸 활동들은 지역주민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주민조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을 연결하고 장을 열어드리는 중간지원조직 
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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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구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대학생�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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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을활동
1) 청소년 마을지도 제작
2) 청소년 마을활동가
3) 청소년 자치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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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詩)가 있는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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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
2) 동구 펫티켓 홍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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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순환 분야
1) 산해진미(山海眞美) 자원재순환 캠페인
2)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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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수리 사업
2) 장학금�연계지원
3) 푸드뱅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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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봉사단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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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운영
1) 2021 대왕암 해맞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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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구를 향한 새로운 출발!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비젼 Vision

운영목표 Goal

민·관·기업 협업 아젠다 적극 발굴 및 제안외부공모사업적극 참여지역사회 행정/복지네트워크 적극 참여센터 직원전문성 강화

추진전략 Strategy

센터장 l 이장호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봉사자들의 활동이 더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l 최덕호
자원봉사자 한분한분이 빛날 수 있게 저희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원 l 김홍경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육코디 l 전수영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코디 l 이한실
우리가 오늘 베푼 선행들이 어쩌면 내일 당장 잊힐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늘 베풀고 돕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로, 
나눔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조직도

센터직원 소개성숙한 봉사의식의 확산 봉사단체별 전문성 제고 및 연대강화 수요처와 봉사자 간 연계 활성화 (센터의 허브기능 강화)
마을(교육)공동체환경조성 활성화 기여

전문자원봉사를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기본현황 명칭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 1층(동구보훈복지회관)

직원현황 5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원1, 교육코디1, 전산코디1)
설립일자 2019. 11. 11.

자원봉사 등록수 개인 49,631명 / 단체 480개소
전화 052-236-1365

센터장- 법인이사회(14명)- 감사(2명) 사무국장

이사장

팀원 전산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
총무기획팀 활동홍보팀



2021년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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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재순환
분야

자원재순환 분야

      캠페인 실행 시민조직
구·군지부 방대한 회원 조직을 활용
- 오프라인 홍보활동
- 병뚜껑수거함(80개소) 
- 설치/관리/수거
- 지부단위 자율플로깅 활동
- 사업비 집행 
- 업사이클링 화분키트 제작 및 전달
- 봉사활동(SK기업봉사단 협력)

      캠페인 운영총괄
- MOU 협약식 지원
- 총3회차 플로깅 활동 운영
- ※ 발대식 : 동구 대왕암공원   
- 사업비집행/행정지원
- 온라인 홍보활동 
- (SNS, 밴드, 유관기관 
- 컨텐츠 마케팅) 

      반려식물 재생화분     취약계층 전달
- 울산시 8개 사회복지관 및  참여 독려
- 복지관 이용자 대상 활동홍보   
- 업사이클링 화분 
- 지원 대상자 선정 

활동기간ㅣ2021. 09. ~ 2021. 12.
활동내용

추진체계ㅣ※후원 : SK이노베이션

1. 산해진미(山海眞美) 자원재순환 캠페인

아이스팩 비치/홍보 세척 시장/자영업자 배분수거

활동기간ㅣ2021. 06. ~ 2021. 07.
활동내용
2.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신규사업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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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동체
만들기

활동기간ㅣ2021. 09. ~ 2021. 11.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공동체 조성계기 마련
- 동구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급증에 따른 주민주도 해결방안 마련
- 노인돌봄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연결/조직하여   사업화함으로써 민간자원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내용 
직원역량강화교육(리빙랩에 대한 이해)
- 1차 리빙랩(오리엔테이션, 노인돌봄 정부정책 학습, 토론)
- 2차 리빙랩(동구지역 주민주도 노인통합돌봄사례 공유, 토론)
- 3차 리빙랩(동구지역 청년리빙랩 결과물 관광영상 ‘여행하기 좋은 날’  사례소개, 노인돌봄 아이디어 발제, 울산북구지역 노인돌봄 사례 발표)
- 4차 리빙랩(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현황 및 시사점 발표, 평가회,   주민설명회 계획 공유)
- 주민설명회 추진(리빙랩 추진경과 공유, 행복한 마을살이 인문학 특강)
추진체계ㅣ※울산광역시 공모사업 활용

2. 플러스원

울산광역시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PM : 이장호 센터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준비

담당 : 최덕호 사무국장
- 지역내 돌봄 주체   현황파악 - 지속가능 지역돌봄 거버넌스

리빙랩 운영
전문가 그룹

- 국제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울산리빙랩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 울산ICT협동조합-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새희망 협동조합- 교육공동체 플랫폼 사회적 협동조합 - 돌봄활동 유경험 주민 4명

담당 : 이한실
- 지역내 돌봄 사업   현황조사 - 지속가능 취약계층 및   노인현황분석
- 지역 문화적,   사회적 특성분석

현황조사분석

리빙랩결과물 (돌봄모델 실행계획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2022년 당초사업 반영/추진

활동기간ㅣ2021. 01. ~ 2021. 11.
추진배경 
- 전통적 김장행사 패러다임 전환(부스설치, 고무장갑, 용기 등 비용 절감)
- 코로나 이슈로 인해 다중집합 김장행사 지양
- 개별 김장전달을 통한 이웃간 안부 묻는 사회 구현(고독사 예방)
추진내용ㅣ개별 가정에서 김장 및 반찬 만들 때 1통 더 준비,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전달                   ※ 사이즈별 밀폐용기 & 메시지카드 지원
추진체계ㅣ1. 개인, 2. 단체
추진배경        

활동실적ㅣ반찬 2,000통 이웃과 나눔
참여신청 반찬조리 및메시지카드 작성 이웃에게 전달용기 및메시지카드 수령

1. 노인돌봄리빙랩 신규사업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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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ㅣ2021. 04. ~ 2021. 12.
추진배경 
- 고독사 및 무연고사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주민과 민간기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 복원과 함께 근본적 대책마련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공동체 활성화 도모
추진내용 
집중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하여 정기적인 고독사예방활동을 통한 안부확인

-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 홍보    (발대식)
- 1인 노인가구 명단 취합 정리   
- 가가호호 지킴이단 활동 관리
   (월별 활동실적     봉사센터 전달) 
- 지원 대상자 발굴 시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연계
-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 참여자 별 서비스대상 유선연락       사업취지 안내 및 방문일시 협의 
- 가정방문 후 상담       대상자 욕구파악 및 
  정서지원(말벗)
- 활동일지 작성     각 소속 
  노인복지관 제출
- 특이사항 발견 시 
  각 소속 노인복지관 보고

- 지킴이단 활동가 모집 및 배치
- (필요시)1인 노인가구    명단 취합 정리
- 가가호호 지킴이단 활동 교육   사례관리물품 지원 
- 가가호호 지킴이단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지급

동구노인복지관남목노인복지관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가호호지킴이단)

노인돌봄
공동체
만들기

활동기간ㅣ2021. 03. ~ 2021. 12.
추진배경 
- 독거어르신의 단절된 사회적관계를 복원하여 고독사 예방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동구형 노인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 발굴
추진내용 
대상ㅣ동구지역 독거어르신 6명  독거노인으로 우울감 , 서로 모르는 관계 
활동ㅣ지역주민이 매개자, 촉진자, 코디네이터로 주관           어르신간 사회적관계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활동 진행
성과ㅣ자조집단 형성, 동구실버마을학교로 발전

노인돌봄공동체 만들기

3. 가가호호 지킴이단 신규사업

4. 독거노인 안녕캠페인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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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ㅣ운영물량 : 20대
운영절차ㅣ대당 월3만원 

공익광고주 현황

활동기간ㅣ2020. 06. ~ 현재
활동내용

연도 광고기간
2020년 농협 중앙회 동울산지점 11대 2020. 06. ~ 12.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0. 06. ~ 12.

2021년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1. 01. ~ 12.

하늘샘교회 8대 2021. 01. ~ 12.
새소망재가복지센터 3대 2021. 01. ~ 06.
현대자동자 보훈회 3대 2021. 07. ~ 12.

2022년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2. 01. ~ 12.
현대중공업 11대 2022. 01. ~ 12.

활동기간ㅣ2021. 03. ~ 2021. 12.
추진배경 
- 지역 내 교회자원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교회의 인적/물적 자본을 센터사업에 연계하여 동구지역 한정된 외부
   자원의 가용범위 확대
추진내용 
동구보훈회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경로당 시설물 정비, 지역아동센터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
공동체
만들기

노인돌봄공동체 만들기

공익광고주 발굴 광고주 원하는 광고판 부착운행기부금영수증 발급

5. 지역교회 연계 재능공유 활동 신규사업

6. 소셜 리어카 두레바퀴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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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ㅣ2021. 02. ~ 2021. 12.
추진배경 
-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기 모색
- 도시슬럼화 현상 예방
- 독거노인 급증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 경력을 가진 동구 신중년(만50세~70세)
- 동구 내 전문인력이 필요한[행정기관/복지시설/사회적기업]간 매칭
-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수당/교통비/중식비 지급(일일4시간 기준 17,000원)
사업성과 
- 참여자(실인원) : 동구주민 중 신중년 154명
- 참여기관(신중년 매칭기관)

- 참여자 수령액 : 인당 평균 734천원(총지급액 113,059천원)

사회적
경제 / 
일자리

활동기간ㅣ2020. 07. ~ 현재
추진배경 
- 지역주민 전래놀이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전문봉사활동 추진
    전문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시장 진입
활동장소ㅣ동구 전역(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
참여인원ㅣ전래놀이사 자격취득 봉사자 25명
추진경과 
- 2020.�06.  전래놀이지도사1급 자격 취득(경단녀25명)
- 2020.�07.  전래놀이봉사단체 2개 출범(신나는 창의 전래놀이봉사단, 세대공감전래놀이 봉사단)9개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활동실시
- 2020.�09.  동구지역 전체 경로당 60개소 활동(업무협약)
- 2020.�11.  자격취득 및 전문봉사활동 사례집 제작
- 2021.�~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사업참여,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하여 유급활동 실시

총 참여기관 공공/행정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20개 7개 3개 3개 7개

사업성과
1)�적극행정을�통한�예산조기�집행
    - “사업 속에 사업”기획, 별도의 사업(봉사형복지일자리사업)추진(전국유일)     신중년이나 전문경력 또는 전문자격증이 없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원봉사자 64명     전문교육 제공  참여자격 부여  이 중 44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업참여 할 수 있었음
2)�종전�자원봉사자에�대한�최고의�격려�지원�정책
    종전의 자원봉사자  신중년사회공헌시장 유입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었음
    ※ 157명 중 기존 자원봉사자 132명(84%)

사회적경제/일자리

1.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

2. 전래놀이 봉사단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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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ㅣ2021. 05. ~ 2021. 07.
추진배경 
- 동구지역 마을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기회제공
- 동구주민들의 무료 평생학습 및 체험활동의 기회 마련
- 동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제고
추진내용

사회적
경제 / 
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 지역축제 운영

활동기간ㅣ2020. 12. ~ 2021. 01.
사업내용 
- 경관조명(6개)
- 녹음방송 송출 : 동구 주요인사 응원메세지 공원 내 녹음방송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간호사, 봉사자 등 응원메세지와 신청곡으로 

구성한 프로그램 제작 후 대왕암공원 내 반복 송출)
※코로나로 인해 1/1 해맞이행사 취소

지역축제
운영

3. 동구마을기업재능공유활동 1. 2021 대왕암 해맞이축제신규사업 신규사업



272021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6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활동기간ㅣ2020. 05. ~ 현재
사업내용 
- 취약계층 가정, 경로당 및 복지시설(수도배관 녹물제거, 집수리)
연계단체 
-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매직핸즈 봉사단, 물맛난 봉사단,한마음청운봉사단, 현대미포조선 기능장회, 새희망협동조합
추진실적ㅣ20건 이상 추진(2021 기준)

1. 집수리 사업 연속사업

활동기간ㅣ2021. 12. 22.
사업내용ㅣ동구지역 경제적 취약 청소년 장학금 지원(4명)
지원단체ㅣ현대중공업 기능장회
추진내용
- (1단계) 상진초, 방어진초, 화진중, 화암중 각 1명 추천요청
- (2단계) 

- (3단계) 장학증서 전달식
서류접수 대상자 결정검증

2. 장학금 연계지원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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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활동기간ㅣ2021. 01. ~ 12.
사업대상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 개인 이용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기부 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관내 사회복지 시설지원
사업내용 
-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원
사업실적ㅣ2021. 01. ~ 12.

계 제과점 급식 기타
61 25 16 20

기부식품등 기부자 현황(단위 : 개소)기부식품등 기부자 현황(단위 : 개소)

구분 접수(건) 수량(개) 장부(환산)금액(단위:천원) 비 고
계 4,430 87,173 364,967

개인 57 217 2,146
기업 3,274 71,975 228,919
단체 1,099 14,981 133,902

기탁물품 접수현황

- 재가이용대상자 : 긴급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결식위기가정 등 
- 시설·단체 :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이용시설, 경로당 등

구분 제공(건) 수량(개) 장부(환산)금액(단위:천원) 비 고
계 42,855 113,350 424,978

시설ㆍ단체 3,363 39,518 110,024
재가이용대상자 39,492 73,832 314,954

기탁물품제공현황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500 277 34 189

기부식품 등제공이용자구분 (단위 : 명)

3. 푸드뱅크 사업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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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자
격려,지원,
교육 사업

사업기간ㅣ연중(주2회)
추진배경ㅣ정기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격려 
추진방법ㅣ캘리그라피팀과 손글씨팀으로 나누어 
                 매주 1회 모여 편지쓰기 봉사활동 추진
사업대상ㅣ200시간 이상 활동자 2,000명 대상

활동기간ㅣ2021. 10. 19. 09:00 ~ 18:00
추진배경ㅣ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참여인원ㅣ센터장 외 2020년 수상자 40명
주요내용ㅣ경주일대 관광 및 체험활동

시간 상세 일정
09:00 ~ 10:00 대왕암공원 주차장 집결 - 경주로 이동(관광버스2대)
10:10 ~ 10:30 라선재 농업회사 법인 도착 후 회사 설립이념 및 식문화 강의
10:30 ~ 12:00 화과자 만들기 체험
12:00 ~ 13:00 중식 - 떡갈비 도시락 
13:30 ~ 14:30 추억의 달동네 관광
15:00 ~ 16:00 첨성대 핑크뮬리 관광 / 단체사진 촬영
16:00 ~ 17:10 복귀(대왕암공원 주차장)1. 봉사자 생일 손편지 지원사업 연속사업

2.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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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ㅣ연중 수시
지원내용ㅣ봉사단 간담회, 가족단위 교육서비스제공, 자원봉사 활동처 연계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

자원
봉사자
격려,지원,
교육 사업

사업기간ㅣ2021. 12. 03.
추진배경ㅣ동구 자원봉사자 인정, 격려 
참여인원ㅣ내빈 외 봉사자 3백명
주요내용ㅣ21년 활동영상 감상, 시상식, 문화공연, 경품추첨 등

3. 동구 자원봉사자 대축제 신규사업

4. 가족봉사단 활동지원 연속사업

사업기간ㅣ연중 수시(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요청 시) 
연계단체ㅣ동구교육강사회, 동구푸드뱅크 나눔강사회 
추진실적ㅣ6건 추진(2021 기준)

5.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연속사업

사업일시ㅣ2021. 12. 24.
추진배경ㅣ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패 전달
대       상ㅣ낙동강환경운동본부 울산지회, 전하2동 자율방범대
추진배경ㅣ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육교의 정기적 방역 및 

청소활동, 기부단체 적극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6. 감사패 전달식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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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활동기간ㅣ2020. 03. ~ 현재
사업내용 
- 동구지역 53개 공중화장실 대상 매주 2회~3회 정기방역,지역 내 다중집합시설, 문화시설, 복지기관 등 수시활동

활동기간ㅣ2020. 07. ~ 현재
사업내용ㅣ동구지역 취약계층 가정방문 및 다중밀집 시설 방역
활동내용ㅣ동구지역의 특성(오토바이 多)을 활용, 기동성 있는 오토바이 방역봉사단 운영

사업기간ㅣ2020. 03 ~ 현재
사업내용ㅣ지역주민 누구나 방역플루건   친환경 소독제 렌탈(센터로 전화 예약, 당일 반납) 
추진실적ㅣ60건 렌탈(2021년 기준)

1. 동구방역전문봉사단 운영 연속사업

2. 오토바이 방역봉사단 운영 연속사업

3. 방역소독기 무료 렌탈사업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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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점심특선 맛집지도>

<동구 산책지도>

코로나 극복

사업기간ㅣ2021. 04. ~ 06.
추진배경 
- 코로나로 힘든 동구지역 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한 활동기획
추진배경 
- 동구지역 점심특선을 판매하는 식당을 지도로 제작
- 동구의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산책지도 제작

코로나
극복

사업기간ㅣ2021. 03. ~ 10.
추진배경ㅣ동구대학생 봉사단(또바기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기획-실천 사업
사업내용ㅣ동구의 유명한 관광지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작

4. 동구 점심특선 맛집지도/산책지도 제작 신규사업

5. 동구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대학생 봉사단) 신규사업

1) 유튜브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or 또바기봉사단 검색 
2) 홈페이지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검색      커뮤니티      동영상앨범(10번)영상 시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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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을활동

사업기간ㅣ2021. 05. ~ 07.
추진배경 
- 마을에 대한 이해도 제고, 어른들과의 관계맺기를 통한 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마을의 가게를 지도로 제작※ 지역주민이 지도제작 방법을 배워 아이들과 함께 작업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게지도>

사업기간ㅣ2021. 03. ~ 11.
추진배경ㅣ마을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기획 - 실천활동
사업내용ㅣ청소년 주도 마을축제 준비활동 및 개최

사업기간ㅣ2021. 03. ~ 11.
추진배경ㅣ지역사회의 미래 일꾼들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을활동 기획 및 추진
사업내용ㅣ물품제작 및 기부활동, 토론회 등 추진

1. 청소년마을지도 제작 신규사업 2. 청소년마을활동가 연속사업

3. 청소년 자치리더 양성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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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을활동 사업기간ㅣ2021. 02. ~ 12. 중 수시

추진배경ㅣ비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프로그램 추진  

사업내용 
- 물품제작 및 기부, 마을가꾸기 등

사업기간ㅣ2021. 05. ~ 12.
추진배경 
- 민·관·학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조성사업 추진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지원
추진체계

동구청 교통행정과 방어진초/상진초 동구자원봉사센터 쉘터 관리봉사단

버스쉘터
사용승인

 
- 매월, 시(詩)교체
- 매월, 시 액자 청소
- 게시 사진 촬영 봉사센터 전달

시(詩)교체 
봉사단체 전달
- 아이들에게 메시지보내기 관리(QR코드)
- 시화전 운영)

시(詩)출력 
- 매월 10개 선정

(각 학교5개)
시(詩)기부

추진경과
- 2021. 03.    울산시 교육청 마을씨앗동아리 공모사업 선정
- 2021. 04.    업무협약 및 간담회 실시(상진초, 방어진초,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 2021. 05.~  매달, 시화 게시
- 2021. 12.~  시화전 운영
추진성과
- 주민과 학생간 비대면 소통의 장 마련
- 시화작품 기부학생들의 자아효능감 제고
- 대왕암축제의 컨텐츠로 연계
- 『시가 있는 마을만들기Ⅱ』로의 사업확대  마을버스 정류장 그늘벤치 제작설치    시화전시

공동주관
업무지원
벤치관리
문       의

아이들에게응원 메세지보내기

4. V스쿨/토요자원봉사스쿨 연속사업

5. 시(詩)가 있는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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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을활동

사업기간ㅣ2021. 07 .~ 11.
추진배경 
- 중학생들의 기부문화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캠페인 추진 
사업내용ㅣ민-산-학 연계 헌옷 기부캠페인

활동기간ㅣ2021. 05. ~ 11.
추진경과
- 민관학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조성사업 추진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봉사활동 지원
- 전하2동 마을버스 정류장의 그늘벤치를 설치    시(詩)게시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 불법주차 예방, 교육공동체 조성 등의 효과 제고
추진체계

구분 역할 비 고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 공동주관 단체 연계/관리- 시화전 개최/운영(11월)- 사업홍보(언론보도 등)- 2022년~ 관리운영
한아름나눔사회적 협동조합

- 동구지역 초등학생 대상   시(詩)출품 홍보 및 수령- 격월, 시(詩)교체
격월, 각 5점씩(총15점)

공동정원 - 출품 시 디자인 후 출력물(A3)로 인쇄- 시 액자 청소(수시) 6월/8월/10월
동구청 - 마을버스 정류장 그늘벤치 설치 승인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문제해결

종전ㅣ불법주차, 쓰레기상습투기 작업후

6. 새옷줄게, 헌옷다오 캠페인 1. 마을버스 정류장 그늘벤치 만들기신규사업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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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기간ㅣ2021. 10. ~ 현재
추진배경ㅣ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환경개선 
사업내용
- 경찰조직의 봉사단을 연계하여 동구지역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꽃밭상자 제작 정기순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기여

종전ㅣ현장상황 작업후

활동기간ㅣ2020. 04. ~ 현재
추진배경
- 주민자치, 주민주도, 주민참여를 권장하는 공모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주민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부재
사업내용
- 행정사를 마을행정상담가로 섭외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봉사센터에서 마을대서소 운영(무료 행정상담 및 대서 서비스 제공)

활동기간ㅣ2021. 05. ~ 06.
추진배경
- 노인대상 서비스의 개발, 주민조직의 전문영역 활동지원 필요 노인복지관 대상 지원했던 주민조직 ‘가가호호지킴이단’의 전문활동 지원 
사업내용ㅣ마사지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주민 대상 손마사지 교육실시
활동기간ㅣ경로당, 독거노인 가정 방문 활동추진

신규
주민조직
양성

2. 꽃이 있는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3. 마을대서소 연속사업

1. 손마사지 봉사단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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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조직
양성

사업기간ㅣ2021. 09. ~
추진배경 
- 기존 전문봉사단 존재하나 봉사자의 노령화, 취업, 코로나로 인한활동 축소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의 요청에 부응 애로
사업내용 
- 풍선아트 기능을 익혀 적극적 활동의지가 있는주민대상 풍선아트 강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 자원봉사자대축제, 아동시설, 마을축제 등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풍선아치 등 데코활동 전개

2. 풍선아트 봉사단 신규사업

사업기간ㅣ2021. 04. ~
추진배경ㅣ교육 영역에서 주부들이 잘 할 수 있는 전문활동의 다양성 개발 필요
사업내용ㅣ동화구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
                 구연 등의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ㅣ다함께 돌봄센터(2개소), 작은도서관 등 전문봉사활동 전개

3. 그림책 봉사단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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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시ㅣ2021. 11. 02. 15:00
추진배경 
- 동구지역의 각종 재난현장의 지원활동 및예방활동에 있어 주민들의 분야별 조직화를 통한 활동필요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참여단체

운영조직도

구분 소속 비 고
단장 1 생활지원과장 당연직2 동구봉사센터장

분과위원장

방역1팀 1 동구방역봉사단

위촉직

방역2팀 2 오토바이방역봉사단
세탁/급식1팀 3 동구여성전문봉사회
세탁/급식2팀 4 대한적십자봉사회동구지구협의회
현장대응1팀 5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현장대응2팀 6 현중동구특전동지회
현장대응3팀 7 동울산해병전우회
현장대응4팀 8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현장대응5팀 9 동구자율방범연합회
현장대응6팀 10 그린리더동구협의회

전기 11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협업기능반(12개팀)

상황관리총괄반ㅡ4개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지원반

① 긴급생활안정지원반 ② 재난현장환경정비반
③ 긴급통신지원반 ④ 시설피해응급복구반
⑤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⑥ 재난수습홍보반
⑦ 재난관리자원지원반 ⑧ 교통대책반
⑨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⑩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⑪ 사회질서유지반 ⑫ 수색·구조·구급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공동단장 :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
(공무원 단장) 행·재정총괄 (민간인 단장) 재난현장 총괄운영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모집·등록·배치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 등

특화사업

1.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 신규사업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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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ㅣ2020. 05. ~
추진배경
- 동구 봉화재 반려견 놀이터 준공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이슈들이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 인식개선 등의 활동추진 필요
사업내용
-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인들을대상으로 펫티켓 등의 기본예절 준수를 알리는 홍보활동 추진
추진성과
- 봉화재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에 참여하여 펫티켓 물품 배부 및 반려인 정보취합

특화사업

사업기간ㅣ2021. 05. / 10.(2회)
추진배경
- 봉사단체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식(촉진가, 조직가, 중재자) 훈련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추진내용ㅣ선진지 견학을 통한 타지역 주민활동사례 학습/토론/센터운영 반영

센터운영

사업기간ㅣ2021. 02. / 12.(2회)
사업기간ㅣ사업계획, 예산/결산안 심의
- 1차 총회 : 온라인 / 2차총회

2. 센터 총회 운영

센터
운영

특화
사업

2. 동구 펫티켓 홍보단 1. 직원역량강화사업연속사업 연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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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01. 12. 경상일보 외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소셜리어카 두레바퀴 공익광고비 전달식
2 01. 15. 울산매일 외 울산 새소망실버복지센터 두레바퀴 공익광고비 지원
3 01. 28.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V스쿨에서 제작한 성품전달
4 01. 28. 울산제일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주)아로마팩토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업무협약식 가져
5 03. 29. 경상일보 외 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6 03. 29.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세대공감전래놀이봉사단, 정성반찬 담아 기부
7 03. 31. 울산제일일보 외 사회적기업 ‘투살로드’ 음료 동구 푸드뱅크에 기부
8 04. 01. 경상일보 외 동구여성전문봉사회, 반찬 나눔행사
9 04. 08.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시마을 만들기 협력단 발대

10 04. 09. 경상일보 외 동구여성자원봉사회 플러스원 반찬나눔
11 04. 12. 울산제일일보 외 현대미포조선 기능장회 “전문기술로 나눔실천”
12 04. 12. 경상일보 외 현대차 보훈회, 사회공헌활동 포상금 기부
13 04. 13.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재능공유플랫폼 출범
14 04. 20.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반찬나눔 행사
15 04. 21.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마을기업협의회-자봉센터, 재능공유 플랫폼
16 04. 22. 울산매일 외 자유총연맹 울산동구지회, 취약계층에 직접 조리한 반찬전달
17 05. 03. 경상일보 외 울산 동구‘손사랑봉사단’, 카네이션 350개 전달
18 05. 03.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시마을만들기’ 전개
19 05. 26. 경상일보 외 동구교육강사회, 푸드꾸러미30개 전달
20 06. 08. 울산매일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방어진초에 ‘호신용벨’ 지원
21 06. 08.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독거어르신 안녕캠페인’ 평가회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22 06. 08. 울산광역매일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독거어르신 안녕캠페인’ 종료
23 06. 15.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자치리더 쌀강정 기부
24 06. 17. 경상일보 외 매직핸즈봉사단, 경로당 LED전등 무상교체
25 06. 22. 경상일보 외 울산푸름이단,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진행
26 07. 12.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 실버마을학교 입학식 개최
27 07. 12. 경상일보 외 소외계층에 비대면 ‘플러스원’ 반찬나눔
28 07. 20.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점심특선맛집지도’배포
29 07. 21.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다같이돌자 동구한바퀴’ 마을지도 만들기
30 08. 04. 경상일보 외 골목골목 누비며 효율적 방역활동하는 오토바이방역봉사단
31 08. 10. 경상일보 외 동구주민 전수우진, 김금자씨지역 어르신들에게 닭죽과 물김치 전달
32 08. 13. 경상일보 외 노년반격, 광고비 받고 폐지수거하는 어르신들...  ‘두레바퀴’로 가는 리어카
33 08. 25. 경상일보 외 현대E&T,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양말인형 전달
34 08. 25. 경상일보 외 동부서 실버시민경찰회-동구자원봉사센터, 꽃밭조성사업
35 08. 25. 경상일보 외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
36 09. 03. 경상일보 외 동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이 제작한 양말인형 전달
37 09. 16.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노인돌봄리빙랩 개최
38 10. 20.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또바기봉사단,  동구 일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 시사회 가져
39 11. 18. 경상일보 외 동구여성봉사단, 100만원 상당 식품기탁
40 11. 18. 경상일보 외 동구여성전문봉사회, 이웃돕기 밑반찬 전달
41 11. 22.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취약계층 160가구에 간편식 푸드꾸러미 전달
42 12. 13. 경상일보 외 울산 동구, 실버마을학교 졸업식 개최
43 12. 14. 경상일보 외 대왕암공원 산책로, 동구주민 위로 초등생 시화전 열려
44 12. 24. 제일일보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사업기간ㅣ2021. 01. ~ 12.
1) 언론보도

센터
운영

3. 센터 홍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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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PC/모바일) 운영ㅣ
6) 연말 사업성과 보고서ㅣ2020년부터 제작

4) 동구자원봉사센터 밴드 운영ㅣ네이버 밴드에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검색

www.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com 

5) 동구자원봉사센터 인스타그램 운영ㅣ네이버 밴드에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검색

센터
운영 2) 자원봉사 웹진 발간

발간주기ㅣ매월    
배포대상ㅣ동구주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배포방법ㅣ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밴드, 인스타그램

3. 센터 홍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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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코로나방역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표창장 수상

3) 교육코디 전수영 제23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감사장 수여
청소년교육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감사장 수여

4) 팀원 김홍경 시장상 수상ㅣ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표창패 수상

센터
운영

1) 센터장 이장호ㅣ울산 사회혁신가 어워드33 선정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변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 수상

일시ㅣ2021. 12. 27.
장소ㅣ울산시청 

4. 센터 수상실적



2021년
자원봉사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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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체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신영업
개인 울산광역시여성자원봉사회 전경희

화정동바르게살기위원회 홍남진
화정동주민자치위원회 설명화

동부경찰서 실버시민경찰회 강신원
방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임희정
남목2동여성자원봉사회 최경희

동구청 생활지원과 이소명
동구여성봉사단 이금주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김홍경

시장 표창

2021년 자원봉사 유공자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매직핸즈 이광우

시의장 표창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체 동구자원봉사교육강사회 권수정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체 동구방역소독봉사단 최정순

개인(대상)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홍종덕 대상
㈜현대미포조선기능장회 하진용

남목2동통장회 서민재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오정철

동구여성봉사단 장원숙
가온누리봉사대 정혜옥

전하1동여성자원봉사회 진미자

동구청장 표창

2021년
자원봉사
유공자

동구자원봉사교육강사회 김은경
신나는 창의 전래 놀이회 심은연

오토바이방역단 서도원
적십자 명덕 봉사회 이경인

대송동 여성자원봉사회 장신애
울산도설사랑나눔회 서수연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이향종
동구주민소통위원회 오현심

옹달샘 아동극 박복자
이스턴베이 자율방범대 김순옥

적십자 장미 봉사회 최연옥
방어동여성자원봉사회 김효선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 김인숙
그린나래 김광열

전하2동 여성자원봉사회 김순옥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그린리더 동구협의회 박수길

동구의회 
의장 표창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개인 산성경로당 심태준

가온누리봉사대 김광희

중앙자원 
봉사센터장
표창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체 남목2동 새마을협의회 여종구
개인 전하2동 자율방범대 임하영

사)현주 정광자
명예시민경찰 이영환

국회의원 표창



동구
자원봉사자 혜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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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공시설 학원 미용업 서비스업 숙박/음식 차량정비 의류 기타
11개 2개 9개 8개 12개 26개 16개 16개 8개

혜택적용기준
- 자원봉사자증(모바일/실물증) 소지자(봉사누적시간 80시간 이상 발급 가능)

세부리스트
※ 2022년 확대운영 예정(세부내용 추후공지)
- 대왕암공원주차장 등

<개요>

동구자원
봉사자 혜택
동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황(2021년 기준)

업종별 현황 연번 업종(가맹점 수) 상호명 할인율
1

주차장(11)

동구청 주차장 50%
2 남목시장앞 공영주차장 20%
3 옥류로 공영주차장 20%
4 대학길 제2공영주차장 20%
5 대학길 제1공영주차장 20%
6 월봉로 공영주차장 20%
7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20%
8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20%
9 전하 공영주차장 20%
10 화정 공영주차장 20%
11 명덕상가 공영주차장 50%
12 공공시설(2) 소리체험관 20%

울산테마식물수목원 50%
13 교육(9) 해동검도 문현도장 외 5-15%
14 미용(8) 형제 이용원 외 5-15%
15 서비스(12) 안경마을 외 5-15%
16 숙박,음식점(26) 호텔바이라한 외 5-20%
17 차량 정비(16) ZIO카 정비공업사 외 5-15%
18 패션 잡화(16) 여은이네 외 5-15%
19 체육시설(3) 전하 체육센터 외 30%
20 기타(8) 송월타월 외 5-20%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1 휴먼헬스& 휘트니스클럽 

할인조건- 자원 봉사자증 제시시 5일 추가 등록
(44070)울산 동구 대학길 71 (화정동) 3층 052-201-9686

2 탑 모터스 동구점 전체품목 10% (44097)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12 (방어동) 052-232-1136
3 명덕상가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31)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9 (서부동) 052-209-3722
4 남목시장 앞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06)울산 동구 남목17길 4 (동부동) 052-209-3722
5 옥류로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12)울산 동구 옥류로 11 (서부동) 052-209-3722
6 대학길 제2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69)울산 동구 대학길 123 (화정동) 052-209-3722
7 대학길 제1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70)울산 동구 대학길 29 (화정동) 052-209-3722
8 월봉로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75)울산 동구 월봉로 39 (화정동)
9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34)울산 동구 전하동 451-3 052-209-3722
10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52)울산 동구 대송로 16 (일산동) 052-209-3722
11 전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43)울산 동구 진성8길 119 (전하동, 전하공영주차장) 052-209-3722
12 화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74)울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화정동주민센터)
13 여은이네 전체품목 5% (44046)울산 동구 진성14길 77 (전하동) 동울산시장 내
14 마리웨일 237 (전하점) 전체품목 5% (현금 결제시 10%) (44041)울산 동구 봉수로 290 (전하동, e편한세상 전하) 1단지 상가
15 알품닭 숯불치킨 치킨 일부품목 3,000원 (44034)울산 동구 전하로 4 (전하동) 052-235-9992
16 통뼈(서부점) 전체품목 10% (44030)울산 동구 명덕5길 3 (서부동) 052-23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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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17 본죽 명덕현대점 전체품목 5% (44031)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5 (서부동) 052-232-6233
18 소리 체험관 전체품목 20% (44111)울산 동구 성끝길 103 (방어동, 소리체험관) 052-209-3376
19 동구청 주차장 증 소지자 50% (44021)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사) 052-209-3000

20 사회적기업 (주)다한기술 
현금결제시 20% 자원봉사자 및 동반인전체

(44034)울산 동구 녹수길 24 (전하동) 1층 052-713-9570, 1800-9570
21 묭실 남자 135샵 일부품목 (펌,염색)5% (44039)울산 동구 녹수길 67 (전하동) 1층 010-8680-1009
22 본죽 울산 일산테라스파크점 5% (44056)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일산동) C동 1층 115호 052-232-6288
23 본죽 울산남목점 5% (44012)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0 (서부동) 052-232-6629
24 투어컴 앤드커피 일부품목(꽃차 및 카페메뉴)10% (44070)울산 동구 대송7길 3 (화정동, 농협대송지소) 2층 010-4281-5258
25 한우한돈 구이센터 전체품목,  동반인전체 3% (44057)울산 동구 등대로 17 (일산동) 201-1500
26 동해반점 코스류,  현금결제 시 10% (44012)울산 동구 옥류2길 12 (서부동) 209-2588
27 신화창조 스포츠 전체품목 5% (44098)울산 동구 문재3길 25 (방어동) 233-6700
28 해동검도 문현도장 증 소지자 가족 할인 20% (44098)울산 동구 문재7길 25 (방어동) 2층 201-6665
29 ZIO카 정비공업사 공임 5% (44040)울산 동구 봉수로 310 (전하동) 235-6263
30 형제이용원 전체품목,  현금 결제 시 10% (44047)울산 동구 진성5길 50 (전하동) 010-3595-2828
31 프라하 전체품목 10% (44108)울산 동구 남진길 9 (방어동) 235-4087

32 대왕초장 전체품목, 현금10%, 카드 5% 5~10%
(44055)울산 동구 일산진11길 150 (일산동,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일산출장소) 3호 235-3436

33 한얼체육관 수강료 10% (44051)울산 동구 진성6길 39 (전하동) 235-1935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34 미동체육관 수강료 10% (44050)울산 동구 진성6길 93 (전하동, 미동웰스하우스) 235-4941
35 울산테마 식물수목원 입장료 50% (44001)울산 동구 쇠평길 33-1 (동부동, 울산테마수목원) 235-8585
36 머리방 로데 커트 제외 20% (44088)울산 동구 월봉4길 76 (방어동) 251-7477, 010-5572-7477
37 현대명문 입시학원 교재비 제외 5% (44061)울산 동구 대송8길 57 (화정동) 235-0209

38 뉴그린 컴퓨터학원 
신규등록자, 일반부 5%,  중·고등부 10% 5~10%

(44064)울산 동구 대송로 68 (화정동) 234-1700

39 꽃바위 열쇠 전체품목10% (44100)울산 동구 문현로 55 (방어동) 201-9966
40 수궁레저 (낚시용품) 낚시대 5% (44006)울산 동구 동해안로 71 (동부동) 252-1805, 010-8556-5570
41 안경마을 일회용품 및 약품제외 5% (44039)울산 동구 전하로 40 (전하동) 232-2343
42 뚜레쥬르 방어점 5천원이상 현금 결제 시 5% (44094)울산 동구 화문로 51 (방어동) 201-3007
43 현대오토바이 공임(수리) 10% (44030)울산 동구 명덕3길 6 (서부동) 251-3903
44 효성세탁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5% (44061)울산 동구 대송4길 15 (화정동) 251-5592
45 황금오토바이 공임(수리) 5% (44040)울산 동구 봉수로 314 (전하동) 252-1001
46 영천 한우마을 전체품목, 현금결제 시 5% (44097)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12 (방어동) 232-2323
47 깔끄미 세탁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5% (44036)울산 동구 봉수로 370 (전하동, 전하동현대홈타운) 201호 235-5665
48 모드니전문 정비공업사 공임 5% (44006)울산 동구 동해안로 65-1 (동부동) 232-6791
49 좋은인테리어 장판5% (44070)울산 동구 대송8길 30 (화정동) 235-4112
50 은혜뜨게방 전체품목5% (44029)울산 동구 명덕7길 13 (서부동) 232-9644

동구자원봉사자 혜택 

세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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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51 도원 식사류5% (홀에서 드실경우에 해당) (44093)울산 동구 문현로 30 (방어동) 201-3369

52 동인의료기 전체품목 5% (44035)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59 (전하동) 234-2500
53 세기오토바이 전체품목 5% (44065)울산 동구 대송로 91 (일산동) 235-6191
54 샘자동차용품 썬팅, 자동차용품10% (44065)울산 동구 대송로 89 (일산동) 236-2639
55 심상열 과자점 전체품목 10% ~ 20% (44100)울산 동구 꽃바위5길 43 (방어동) 233-7704, 011-647-8470
56 경우디지털 스튜디오 가족사진 10% (44012)울산 동구 동해안로 22 (서부동) 233-5253
57 합기도 을지관 수강료, 도복 및 입관비 제외 10% (44008)울산 동구 남목9길 48 (서부동) 251-2211
58 한아름 화장품 전체품목 5% (44070)울산 동구 대송9길 8 (화정동) 233-3860
59 황후의 미소 전체품목 10% (44007)울산 동구 미포1길 12 (동부동) 225-7533
60 똘레랑스 펌, 카드 10%, 현금 20% 10~20% (44070)울산 동구 대송7길 16 (화정동) 236-1631
61 서울사진관 전체품목 5% (44065)울산 동구 학문로 35-1 (일산동) 235-4085
62 울산대일학원 최초등록 시 6개월 수강료 5% (44008)울산 동구 옥류로 37 (서부동) 252-0660
63 뉴새차만들기 전체품목 10% (44019)울산 동구 봉수로 353 (전하동) 235-6323
64 명성상사 전체품목 5% (44095)울산 동구 문재로 28 (방어동) 236-3003

65 상아탑학원 최초등록 시 1개월 수강료, 중복할인 불가 10% (44006)울산 동구 남목16길 6 (동부동) 252-5544

66 원다 낚시 프라자 낚시 장비 10% (44053)울산 동구 학문로 2 (일산동) 236-5511
67 카라이프 공임 10% (44107)울산 동구 꽃바위로 169 (방어동) 201-3620, 011-9549-9052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68 동구모터스 공임 5% (44061)울산 동구 학문로 79 (화정동) 235-1688
69 킴&쿡 요리제빵학원 전체품목 5% (44079)울산 동구 월봉로 18 (화정동) 233-5360
70 예진우리옷 한복맞춤, 카드 5%, 현금 10% 5~10% (44076)울산 동구 월봉로 67 (화정동) 232-1886
71 당케제과점 전체품목 10% (44065)울산 동구 학문로 35-1 (일산동) 252-4320
72 대왕카공업사 공임 할인, 부품비용 제외 10% (44074)울산 동구 월봉로 35 (화정동) 252-2602
73 신진광고 전체품목 5% (44098)울산 동구 꽃바위로 289 (방어동) 251-6669
74 카페이스 광택, 코딩 5% (44089)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15 (방어동) 252-4972
75 ㈜포시즌 여행사 항공권-국내선, 비자 제외 5% (44059)울산 동구 꽃바위로 376 (방어동) 201-9494
76 광명당 시계 20% (44110)울산 동구 내진길 80 (방어동) 234-5000
77 카포스 전체품목 5% (44089)울산 동구 화진길 14 (방어동) 233-6774

78 터보 모터스 전체품목10%, 오토바이 검사시 5천원 할인 (44096)울산 동구 북진5길 11 (방어동) 235-3112

79 하이루(중식) 전체품목 5% (44107)울산 동구 꽃바위로 189 (방어동) 233-4268
80 아주 오토 정비센터 공임 할인, 타이어, 백미러 제외 5% (44107)울산 동구 꽃바위로 197 (방어동) 234-2097~8
81 명성자동차 정비공업사 공임 10% (44089)울산 동구 화진길 26 (방어동) 233-2602, 010-2559-3028
82 ㈜울산 현대축구단 

울산문수 축구경기장 일반석 1,000원
(44018)울산 동구 봉수로 507 (서부동, 현대스포츠클럽) 202-6141

83 하나화장품 전체품목 10% (44061)울산 동구 대송2길 27 (화정동) 235-5058
84 보떼 전하점 전체품목15% (44047)울산 동구 진성12길 86 (전하동) 25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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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85 비원베이커리 빵, 케이크류, 5천원 이상 결제 시 20% (44099)울산 동구 화문로 64 (방어동) 201-6949

86 고려통상 (송월타올) 타올 5% (44067)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5 (일산동) 252-6787
87 명동의류타운 전체품목 5% (44074)울산 동구 대학길 68 (화정동) 236-3618
88 태종청과 현금결제 및 삼만원이상 5% (44081)울산 동구 월봉로 62 (화정동) 233-4888, 010-9294-4888
89 이벤트플라워 (방어점) 전체품목 5% (44098)울산 동구 문재6길 28 (방어동, 우진11차연립) 251-1900
90 수경꽃집 전체품목 10% (44059)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52 (방어동) 232-6156
91 꽃나래 꽃디자인 전체품목 10% (44044)울산 동구 진성10길 87 (전하동) 252-5223
92 한일안경 전체품목 10% (44047)울산 동구 진성5길 58 (전하동) 234-5982
93 일공공일 (명덕점) 전체품목 10% (44030)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33-1 (서부동) 236-1091
94 안경찾기 안경원 (대송점) 전체품목 5%, 노인할인 (44074)울산 동구 양지5길 72 (화정동) 232-4422

95 안경나라 (방어진점) 
전체품목(안경, 콘택트(일회용), 돋보기 제외) 10%

(44097)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38 (방어동) 233-5822

96 아이사랑 안경원 전체품목 10% (44031)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9 (서부동) 233-9934

97 유앤아이안경 병렌즈, 도수용 안경테, 선글라스 20% (44076)울산 동구 월봉로 65 (화정동) 233-5085

98 굿모닝안경 안경테, 선글라스20% (44007)울산 동구 옥류로 18 (동부동) 252-7004

99 k비전안경 (화정점) 
전체품목 (일회용렌즈, 약품제외) 20% (44074)울산 동구 대학길 38 (화정동) 252-4080

100 포토21스튜디오 가족사진 할인 (44094)울산 동구 문재2길 6 (방어동) 233-3444

세부리스트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101 알라딘 베이비 스튜디오 전체품목 10% (44044)울산 동구 진성4길 38 (전하동) 232-6557
102 해물나라 복집 생(활)복 및 아구 요리 5% (44031)울산 동구 명덕3길 13 (서부동) 234-1080
103 퀸 차이나 전체품목 10% (44064)울산 동구 학문로 47 (화정동) 236-1231
104 주전식육식당 전체품목 10% (44013)울산 동구 동해안로 686 (주전동) 251-9488
105 이득등대 횟집 전체품목 5% (44013)울산 동구 주전해안길 148 (주전동) 251-6500
106 옹심이 메밀 칼국수 전체품목, 현금결제시 10% (44057)울산 동구 해수욕장6길 9 (일산동) 252-5590
107 호텔현대 바이 라한 객실40% 식음료 업장 15% 15~40% (44033)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5 (전하동, 호텔현대) 251-2233
108 서부패밀리 세탁소 전체품목,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44025)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1 (서부동, 푸른어린이집) 235-0080
109 화정체육센터 배드민턴 등 전체 운영프로그램 30%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 233-9222
110 전하체육센터 배드민턴 등 전체 운영프로그램 30%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85 235-4411
111 국민체육센터 수영 등 전체 운영프로그램 30%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3 232-4141

동구자원봉사자 혜택 





74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행복동구를 향한 새로운 출발 울산광역시�동구�문현5길 27(동구보훈복지회관 1층)

TEL 052-236-1365  FAX 052-236-1364  www.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