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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회원가입
개인회원가입(필수)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접속 후 “일반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 시도/시군구는 반드시 봉사활동을 자주하는 지역으로 체크해주세요!

- 가입 시 현재 교급(학생)구분을 필히 체크해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사용 가능 한 메뉴 안내)

구분

주요기능

요약정보

나의 활동을 한번에 확인

쪽지관리

쪽지 수신 및 발신 확인

신청내역

봉사활동 신청 내역 확인
★봉사 사전계획서 출력

완료/취소내역 관리

봉사활동 완료 여부 확인
★봉사 확인서 출력

교육연수관리

교육,연수 신청 내역 확인
★교육 수료증 출력

포트폴리오관리

포트폴리오 작성 및 확인
★포트폴리오 출력

가입동아리관리

가입한 동아리 확인

관심활동관리

터전, 동아리 즐겨찾기

성취목표관리

단계별 봉사시간 신청, 확인
★목표 달성 축하장 출력

삼진아웃관리

봉사활동 불참 횟수 확인

개인정보수정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변경

비밀번호 변경 및 수정

02·03
STEP

02

봉사활동 신청
① 개인 회원 로그인
② 봉사활동 찾기

방법 1) 메인화면

우측에 [개인참여] 클릭! : “시도명 선택→날짜 선택→검색”

방법 2) 메인화면에서

[참여 Do] 클릭!

③ 원하는 지역 및 일자 선택 후 ‘검색’

④ 활동명 클릭! (활동일자, 장소, 시작시간, 인증시간, 남은 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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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활동 신청하기] 버튼 클릭!
(봉사활동 세부내용 확인)

STEP

03

봉사활동 신청 확인 및 사전계획서 출력
① 로그인
② ‘나의활동’ 클릭!
③ ‘신청내역관리’ ⇢ ‘개인참여형’ 클릭!

04·05
STEP

04

신청한 봉사활동 취소하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 반드시 취소할 것!)
① 로그인
② ‘나의활동’ 클릭!
③ ‘신청내역관리’ ⇢ ‘개인참여형’ 클릭!
④ ‘활동명’ 클릭!

⑤ ‘봉사활동 신청 취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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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① 로그인
② ‘나의활동’ 클릭!
③ ‘완료 / 취소내역관리’ ⇢ ‘개인참여형’ 클릭!

방법 1) 1건의

봉사활동을 1장의 봉사확인서로 출력할 경우

06·07
방법 2) 여러

건의 봉사활동을 1장의 봉사확인서로 출력할 경우

(※출력하고자 하는 봉사활동만 선택한 후 [이력확인서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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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목록
센터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강원
(분소)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소
(120-73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56-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서울특별시립청소활동진흥센터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700-191)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06-0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501-100)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1번지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02-8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80-845)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0-7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20-010)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3 시민복지센터 4층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화

팩스

02)330-2808

6430-0927

02)849-0404

849-0406

051)852-3461~2 852-3463
053)659-6210

659-6219

032)833-8057~9 833-8056
062)234-0755

223-4885

042)488-0732~3 488-0734
052)227-0606~7 227-0608
031)232-9383~5 232-9388
033)731-3704

731-5704

033)641-3990

641-3991

(210-92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강릉분소)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3별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진흥실
(331-9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활동진흥센터
(760-140)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활동지원부
(641-70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 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활동진흥센터
(690-8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4 1022-1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3)220-6821~2 220-6823
041)562-9003

552-1984

063)232-0479

287-0479

061)280-9025

280-9080

054)850-1004

857-4447

055)711-1389

711-1399

064)751-5041~3 751-5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