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단은 전국적으로 71개의 지역본부사무소와 19개의 종합사회복지관, 10개의 가정위탁센터, 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회원님들은 어린이재단의 전국 사업기관에서 다양한 일일 자원 봉사나 개인의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지역과 기관을 선택하여 허벌라이프 전화 1588-7577로 자원 봉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허벌라이프로 전화 신청 해주시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재단 사업기관의 봉사활동 연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재단 사업 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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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지역본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실종아동전문기관
양천 아이존
영등포 아동 가족 상담 센터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지역본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 마을
한사랑 학교
한사랑 장애 영아원
한사랑장애인보호작업장
중탑종합사회복지관
경기지역본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경남지역본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지역본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광주지역본부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지역본부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전지역본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지역본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인천지역본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전남지역본부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지역본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제주지역본부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충남지역본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충북지역본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청주사회복지관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4층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0-56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2층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0-56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5-1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14번지 삼성빌딩 4층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5-4 신영빌딩 5층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5-4 신영빌딩 5층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685-5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899 주공석사 3지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200 주공13단지 1303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 1단지 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5-13 서린프라자빌딩 7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5-13 서린프라자빌딩 7층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6 아르쥬빌딩 501호
경남 진주시 봉곡동 21-5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2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 한마음빌딩 6층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 한마음타워 6층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64-2번지 3층
경북 포항시 대도동 632-11
광주시 북구 오치동 912-1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4-12 한림빌딩 5층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55
1355-1
대구시 동구 서호동 89-1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30-37 2층
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 371-2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16-7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62 대신빌딩 702호
부산시 동구 범일4동 1542-1
부산시 동구 수정4동 1169-3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223-6 3층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223-6 5층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4 MS빌딩 3층
울산시 동구 화정동 862-2 화정 주공아파트 단지 내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2호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0-8 유경빌딩 202호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582-2
전남 나주시 죽림동 88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88-9 목포가톨릭회관 5층
전남 순천시 용당동 5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전북사회복지회관 2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전북사회복지회관 2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6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44-7(정동산2로 5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68-7 2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금고빌딩 3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787 주공6단지 내
충남 천안시 성정동 652-2번지 선영 새마을금고빌딩 3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서남신용협동조합 2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 서남신용협동조합 2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09-6

전화번호
(02) 325-2257
(02) 325-9080
(02) 845-5331 / 846-1117
(02) 777-0182
(02) 2065-2513~5
(02) 845-1272
(02) 838-4600, 8211
(033) 535-6350~3
(033) 762-9171
(033) 764-7001
(033) 244-1391~2
(033) 242-0051~5
(02) 894-0720/ 893-0721
(031) 764-2115, 6358
(031) 762-4891
(031) 764-1119
(031) 769-8752
(031) 706-0167~9
(031) 234-2349, 2352
(031) 234-3979, 3980
(031) 872-8600, 8604
(055) 747-8174~6
(055) 746-5480~2
(055) 237-9398, 9373
(055) 237-1226, 1228, 1229
(054) 458-9779
(054) 281-3111-3, 282-0100
(062) 264-4370
(062) 351-3513~4
(062) 351-1206
(062) 385
385-1391
1391~3
~3, 1375
(053) 964-3335
(053) 756-9799, 752-8723
(053) 422-1391~2, 425-1393
(042) 627-2957,2958 / 622(042) 477-4072
(051) 633-3367~9
(051) 465-0990 / 469-0651
(051) 505-3117
(051) 507-1391
(052) 275-3456
(052) 236-3139 236-3187~9
(032) 875-7010
(032) 866-1226, 9226
(032) 811-8012~4
(061) 332-8991~3
(061) 274-0041
(061) 279-1226
(061) 753-5125~8
(063) 276-2800
(063) 276-2600~2601
(063) 282-7230~1,282-7233
(064) 753-3703, 7373, 7374
(064) 712-1391~4
(064) 753-2740
(041) 578-7173
(041) 578-5172~3
(041) 577-1226
(043) 256-4493
(043) 250-1226
(043) 250-4493, 253-4493

* 어린이재단 지역본부란? 지역별 사회 복지관 및 아동시설들을 협력,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 사회복지관이란?

빈곤한 지역 소외 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해주며 가족복지, 지역 사회 보호,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학대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사례를 접수받아 현장조사와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실종아동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기관으로 실종예방 사업, 홍보사업, 실종 연구 및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 한사랑마을이란?

중증장애아동의 보호, 치료 및 상담을 포함한 전문적인 장애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입니다.

* 노인종합복지관이란?

경로당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센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