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도담이(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스스로 한강을 가꾸고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강도담이(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모집하오니, 관심과 열정을 지닌 분

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한강도담이 : 야무지고 탐스럽다라는 순우리말 “도담하다”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며,  한강자원봉사  

                                      참여  단체대상으로 활동방향 제시 및 역량강화를 도와 줄 코디네이터 

 

□  모집 개요 
 

  ○ 신청자접수 :  ‘14. 1. 28(화) ~ 3.3(월) 
  ○ 모집인원 : 대학생 50명, 일반인 50명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로 제출 
                     - E-mail : mink1101@seoul.go.kr 
 

□ 활동 사항      ※ 활동 전 양성교육 이수 필수 
 

  ○ 한강자원봉사 참여자에게 활동방향 제시 등 리더(도우미) 역할 수행 
  ○ 한강공원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비전 제시 및 공유 
  ○ 시민들의 자원봉사 요구를 파악하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참여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역할 담당 
 

예시) 한강도담이 활동중에 하나. 

자원봉사를 하려고 온 일반 자원봉사자들에게 한강에 대한 
이해 교육 후 봉사 지점 및 자원봉사 방법과 프로그램 안내
하는 역할 수행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은 생태계교란식물인 ‘환삼덩굴’
을 제거할꺼에요. 생태계교란식물은 생육속도가 다른 식물들
보다 빠르고 쉽게 번식하여 기존 나무와 풀들을 죽게 한답니
다. 오늘 저와 함께 ‘환삼덩굴’을 제거하면서 한강공원의 생
태계를 지킵시다. 자! 활동도구를 챙겨서 저를 따라오세요.^^” 

□ 양성 교육 
 

  ○ 기 간 : ‘14. 3. 8 ~ 3. 29, 4시간 과정, 총 4회 
               매주 1회, 주말(토) 13:00~17:00 
  ○ 장 소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회의실,  한강공원 현장 등 
  ○ 교육 내용 : 한강 기본 소양 교육, 한강도담이 역할 안내,  
                     기존 활동 프로그램 소개, 현장체험 및 예비 시연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강도담이를 
기다립니다^^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일정과 강의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mink1101@seoul.go.kr 
           02-3780-0715 장민경 

한강도담이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회차 일정 강의주제 및 내용 시간 장소 

1강 3/8(토) 

 ▸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10분 

한강 홍보선 

 ▸ 함께 만드는 더불어 가꾸는 한강 

  - 한강공원의 공공성과 장소성  
90분  

 ▸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 한강공원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90분  

 ▸ 한강 역사 탐방 40분 

2강 3/15(토) 

 ▸ 한강공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활동 분야 소개  

  - 자원봉사 프로그램 

60분 

시청  ▸ CANS 활동계획 소개 40분 

 ▸ 대상별 자원봉사자 맞춤 교육 

  - 청소년 봉사활동 특성 

  - 기업 봉사활동 트랜드 

120분 

3강 3/22(토) 

 ▸ 한강도담이 업무 안내 

  - 한강도담이 역할 안내 및 일정 공지 

  - 조편성 및 분야별 소모임 

70분 

시청 
 ▸ 한강도담이간의 교류 

  - 한강공원 오리엔테이션 시연 

  - 활동 프로그램별 액션 러닝 

160분 

4강 
3/29(토) 

~ 

 ▸ 조별 한강 자원봉사 활동 모의시연 

  - 공원별 현장답사 추진 

  - 활동내역 한줄로 평가하고 사진남기기 

전일 한강공원 

임명장 

수여 
4/5(토)  

 ▸ 식목일 자원봉사활동 추진  120분 
한강공원 

 ▸ 임명장 수여 6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