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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발표� 신청� 안내

●� 대회� 개요:

1.� 행� 사� 명:� 제16차�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

2.� 일� � � � 시:� 2019.� 11.� 11(월)� ~� 11.� 15(금)

3.� 장� � � � 소:� 방콕,� 태국

4.� 신청마감:� ※� 2019년� 8월� 21일(수)로� 연장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대회� 주제:

자원봉사의� 힘� 드러내기

“Unlocking� the� Power� of� Volunteering”

●�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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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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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모색해보고자� 격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서,� 세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기

회입니다.

●� 5개� 세션� 주제:

1.� Make� the� invisible� visible(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2.� Simple� but� not� simpler(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3.� Stronger� together(함께,� 더� 강하게)

4.� Flipping� SDGs� conversation(SDGs에� 관한� 대화� 뒤집어보기)

5.� Unlocking� the� lock(잠금� 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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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제� 세부내용

1.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Make� the� invisible� visible)

이는� 곧�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의� 숨은� 힘을� 말합니다.� 이� 소주제� 하에서,� 우리는� 자원봉

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을� 인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며,� 지역�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

를� 위해� 풀뿌리� 단계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발

표자가� 지역� 사회� 참여와� 주인의식에� 관한� 힘과� 지역� 사회에서� 지속하는� 변화를� 강조하

는� 사례� 발표와� 연구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예)

 영향력� 측정� 및� 결과� 보고(Measuring� impact� and� reporting� results)
ⓐ� 지역� 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자는� 누구입니까?� 귀하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

여�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존의� 수집된� 자료와� 그것의� 영향력을� 통해�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이렇

게� 축적된� 자료는�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데에� 어떠한� 도움

을�주었습니까?

ⓑ� “SDGs에� 도달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여를� 측정”� 혹은� 유사한� 주제에� 관련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방법에� 관한� 우수� 사례와�도구

 지역�사회� 기반� 접근(Community-led� approach)
지역� 사회가�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사례.� 어떠한� 지역� 사회� 기반의�

M&E� 도구가� 자원봉사의� 변혁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도록� 도움을� 주며,� 지역� 사회� 일원들이� 그것을� 효

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활성화(Creating� and� enabling� environment)
지역� 사회� 내� 노인,� 장애인,� 여성과� 같이� 숨겨진�기여를�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a)� 어떠한� 환경이� 그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할까요?

b)� 지역� 사회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청년과� 성인의� 관계를� 육성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난�및� 긴급� 상황(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a)� 긴급� 재난� 상황에서�생명을� 구하는� 숨겨진�지역� 사회� 자원봉사의�힘에� 관한� 모범� 사례와� 배울� 점

b)� 인도주의적� 개발의� 연계에서� 다리로서� 역할을�하는� 자원봉사

2.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Simple� but� not� simpler)

이것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의� 물리학� 이론에� 대해� 언급한� 인용문입니다.� 이러한� 맥

락에서,�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과도하게� 복잡화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부정확한�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도� 말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명언은� 우

리의� 업무� 방식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

도록� 장려하며,� 자원봉사가� 여전히� 책임감�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

니다.� 우리는� 귀하를� 초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조직과� 사

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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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원봉사의� 기준(Standards� of� Volunteerism)
보살핌,�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장기간의� 영향력에� 대한� 자원봉사� 환경을� 활성화하고� 모든� 종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우수� 사례와� 도구는� 무엇이며,� 이러한� 영역� 중� 하나에서� 교육

을� 제공할�수�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Making� volunteering� accessible)
어떤� 인프라와� 기술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개인들을� 그들의� 기술과� 시간,� 장소� 안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수� 있게� 합니까?

a)� 귀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적인� 해결책

b)� 자원봉사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자원을� 공유하는�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의� 모범�

사례

3.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자원봉사의� 영역� 안에서,� 자원봉사� 정신에� 침투하기� 위한� 무수히� 만은� 역할과� 협업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문�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유지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주제에서� 우리는,

-� 다양한� 타깃과� 부문의� 역할�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부문� 및� 타깃� 간� 협업� /�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에서� 질적� 기준� 개발� 및� 실행

-� 글로벌-로컬의� 역할� /� 청년,� 기업,� 국가적,� 세계적,� 노인,� 지역� 주민의� 역할

에� 대해� 모색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위한� 글로벌� 및� 지역을� 이끄는� 조직,� NGO,�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대화를� 이끌고� 추진하여,� 우리가� 자원봉사를� 위해� 원하는�

종류의� 미래를� 형성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부문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지를� 돕기� 위해�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예)

 부문� 간� 혁신적인� 협력� 모델(Innovative� collaboration� models� across� the� sectors)
a)� 업무적� 파트너십을� 뛰어넘어� 기업� 부문� 참여� 사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

b)�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자(청소년,� 기업,� 국가,� 국제,� 주니어� 및� 그룹� 자원봉사)와� 함께� 공동� 창작�

및� 참여한� 과정에� 관한� 모범� 사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지역� 사회� 내,� 지역� 사회와� 기업� 간의� 권

력� 역학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지역� 사회가� 기업과� 기관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만나� 원조

에� 접근하고� 발전의�포부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

 지역� 간� 플랫폼(Platforms� across� the� region)
지역� 및� 전� 세계적� 네트워크� 기반�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중심이� 되는� 방법에� 관한� 사례.� 자원봉사� 영역에서� 함께� 나아갈� 방법에� 대한� 행동� 방침을�

찾는� 모범� 사례와� 촉진� 활동

 문화� 간� 학습(Cross� cultur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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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직접적인� 시행이� 지역� 자원봉사� 문화와� 더욱� 폭넓은� 자원봉사� 정신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국가� 및� 지역� 리더의� 사례� 및� 배울� 점

 세대� 간� 협력을� 위한� 방법론으로써의� 자원봉사(Volunteering� a� methodology� for� cross�
generation� collaboration)

청년-성인� 관계를� 풀기� 위한� 청년과� 노인� 자원봉사의� 모범� 사례.� 자원봉사가� 젊은� 층과� 노년층의� 관

계를� 육성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양쪽� 모두

의� 사회적인�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 자원봉사가� 고령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4. SDGs에� 관한� 대화� 뒤집어보기

‘SDGs*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 '무엇이�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

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소주제� 안에서,� 근본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접근성을� 제공

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날� 자원봉사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말라

(Leave� no� one� behind)'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어떻게� 자원봉사가� 가장� 가난

한�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예)

 이해관계자와� 공개� 참여(Stakeholder� and� public� engagement)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상위� 수준의� 토론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와� 조직의� 모범� 사례.� 도전과�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며� 자원봉사가�어떠한�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합니까?

 지역� 사회�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Community� Based� Monitoring� Systems)
자원봉사의� 변혁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지역� 사회� 일원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방법론에� 관한� 모범� 사례.� 지역� 사회가� 원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전� 세계

적� 모니터링을� 위한� SDG’s� 토론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까?

5. 잠금� 해제하기

우리는�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 사회와� 전� 세계에� 더� 나은� 변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방법

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원봉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전� 세계의� 현실

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고,� 관심과� 보살핌을� 위한� 본능을� 강화하며,� 다른� 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에� 기여한다는� 사

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도전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래의� 주

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 자원봉사의� 현존하는� 도전이나� 장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 어떻게�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부� 전반에서� 국가적,� 국제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어떻게� 자원봉사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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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원봉사를�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로� 드러내기(Unlocking� with� technology� to�
make� volunteering� accessible)

a)�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도덕적이고� 신뢰할만한� 배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미래의� 경향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야가� 그것들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방법.

b)�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기술과� 시간을� 사회적� 문제에� 원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관한� 모범� 사례.

 혁신적인� 자원봉사� 그룹� 모델로� 드러내기(Unlocking� with� innovative� volunteer� group�

models)

문화와� 세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 관한� 모범�

사례� 혹은� 워크숍.� 그것의� 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 변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로� 미래를� 드러내기(Unlocking� the� future� with� Innovative� social�
entrepreneurs)

최근� 들어� 이� 주제는� 마치� ‘닭과� 달걀� 논쟁’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기업가�

중�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것이� 매우� 가까이에� 있으며� 양자� 모

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혁신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청하여� 듣고자�합니다.

 공감으로�드러내기(Unlocking� with� Empathy)
우리가� AI(인공지능)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일상생활에서� 지속하는� 인간의� 위치에�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은� 개인,� 그룹,�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죠.� 현대� 사회에서의� 자원봉사와� 사회� 변화� 방법� 모두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귀하의� 모

범� 사례를�청하여�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활동이� 어느� 주제와� 맞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위� 주제에� 나열된� 사례들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사례에� 적힌�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새로운� 흐름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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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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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iaveap2019.org/application-form-for-presenter/

� � � (해당� 링크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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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에는� 도표나� 그래프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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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과� 세션� 참가자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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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자료� 제출� 사이트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 ☞� http://iaveap2019.org/call-for-presenters/� 에서�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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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

기타� 작성� 중� 궁금한� 점이나� 주제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

제협력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 070-7017-6754� 대외협력팀� 황원욱� 팀장)

http://iaveap2019.org/application-form-for-presenter/
http://iaveap2019.org/call-for-presen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