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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발표� 신청� 안내

●� 대회� 개요:

1.� 행� 사� 명:� 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2.� 일� � � � 시:� 2018.� 10.� 16(목)� ~� 10.� 20(일)

3.� 장� � � � 소:�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4.� 발표신청:� 2018년� 4월� 15일(일)� 사전신청� 마감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대회� 주제:

글로벌�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

●� 대회� 개요:

세계�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실무자,� 학계,� 기업,� 정부,� 시민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격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기회이다.

●� 12개� 세션� 주제:

1.� Leadership� for� Volunteering(자원봉사� 리더십)

2.� Local� support� for� volunteering(자원봉사를� 위한� 국가적� 지원)

3.� The� global� challeng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대한� 전� 세계의� 도전)

4.� Youth(청년� 자원봉사)

5.� Corporate� Volunteering(기업� 자원봉사)

6.� Measuring� the� Impact� of� Volunteering(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7.� Faith-based� Volunteering(종교� 기반� 자원봉사)

8.� Innovation� in� Volunteering(자원봉사의� 혁신)

9.� Implications� of� the� Aging� of� the� World(고령화� 사회가�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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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olunteering,� Inclusion� and� Integration(자원봉사와� 사회통합)

11.� Volunteering� and� Policy� Making(자원봉사� 정책� 수립)

12.� Volunteer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 발표자� 유의사항:

1.� 발표� 자료는� 본인이� 작성하여� 대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https://app.jiffyevents.com/s/fe1b17t1w7#� 해당� 링크� 이용

2.� 한� 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A4� 용지� 1장� 이내(350� 단어� 이내)로� 작성해야하며� 요약�

자료에는� 도표나� 그래프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3.� 패널이� 발표하는� Breakout� Sessions는� 통상적으로� 3명의� 패널이� 각각� 15~20분의�

발표� 후� 패널과� 세션� 참가자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4.� 발표자는� 주어진� 발표시간� 내에서� 파워포인트(PPT)나� 영상,� 혹은� 다른� 형태의� 발표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세션에� 제공되는� 장비는� 프로젝터와�

노트북,� 그리고� 마이크입니다.

5.� 양식과� 유의� 사항은� 발표자료� 제출� 사이트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 ☞� https://www.iave.org/wvc2018/submission/� 해당� 링크� 이용

6.� 대회� 본부의� 선정� 작업을� 마친� 후� 발표� 자료로� 채택되면� 향후�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기타� 작성� 중,�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 070-7017-6754� 황원욱�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