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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안내

❍ 행사 개요

1. 일    시 : 10월 21일(수) 10:30~17:10

2. 장    소 : 온라인 이벤트

3. 대    상 : 500명(자원봉사단체·센터·시민단체 임직원, (공)기업 CSR담당자, 교수·공무원 등)

4. 주    제 : 전환시대의 자원봉사, 본질을 묻는다

5. 기조강연 : 왜 자원봉사인가

6.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7. 후    원 : 행정안전부

8. 협    력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9. 세션운영단체: CSR포럼, 각당복지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원불교봉공회, 자원봉사이음,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학회, 

❍ 신청·참가 안내

1. 신청기간 : ~ 2020년 10월 20일(화)까지

2. 신청방법 : 이벤터스(https://event-us.kr/23640) 접속 후 신청

3. 참가방법 : 행사 당일, 행사페이지 접속 후 시청(행사 전일, 안내메일 및 문자 발송)

❍ 행사 일정(송출)

※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간 순서 내용 운영기관

10:30~10:35 5‘ 인사말 축사 행정안전부장관

10:35~11:00 25‘ 기조강연 왜 자원봉사인가 라제건 상임대표

11:00~12:00 60‘ 세션1 Untact시대 자원봉사의 전망과 과제 한국자원봉사학회

12:00~13:00 60‘ 점심

13:00~14:00 60‘ 세션2 전환시대 자원봉사를 Reset 하다!
각당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14:00~15:00 60‘ 세션3
청소년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5:00~15:10 10‘ 휴식

15:10~16:10 60‘ 세션4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재난 자원봉사의 

흐름과 실천과제

-무엇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원불교봉공회
자원봉사이음

16:10~17:10 60‘ 세션5
기업자원봉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
한국자원봉사문화

CSR포럼

https://event-us.kr/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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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션 운영

소주제 운영기관

세션1 팬데믹시대의 자원봉사, 전망과 과제

한국자원봉사학회

인사말 이금룡/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사회 송민경/한국자원봉사학회 수석부회장

주제발표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회장
“Untact시대의 자원봉사의 전망과 과제”

토론 조철민/한국성공회대학교 교수
“Untact시대의 사회 변화와 자원봉사 전망”

최상미/동국대학교 교수
“Untact시대의 자원봉사 현장 과제”

김민/순천향대학교 교수
“Untact시대의 국제교류의 향방과 자원봉사 변화”

세션2 전환시대 자원봉사를 Reset 하다!

각당복지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발표 양용희/한국비영리학회 회장
“팬데믹 시대, 비영리조직의 변화 방향”

구미정/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팬데믹 시대 자원봉사자,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정수현/공익경영센터 연구실장
“코로나19 사태가 비영리단체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과 대책”

신혜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코로나19 전후의 민간모금 추이와 비대면 모금사례”

토론 (사회)조기원/Canada Christian College 코칭학과 교수
발표자 전원

세션3 청소년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회 임세은/커뮤니코 대표

발제 김용련/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교육 담론
(교육과 사회전망 측면)

발표 박광노/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장학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
진체계 구축방안”

김요한/서울시 성동구자원봉사센터장
“지역사회 연계형 과정학습으로의 청소년봉사학습의 사례”

토론 사회자, 발제자, 발표자 전체



- 3 -

※ 발표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세션4
장기화 되는 코로나 19, 재난자원봉사의 흐름과 

실천과제  -무엇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자원봉사이음

원불교봉공회

좌장 김동훈/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발제    김동훈/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코로나19 상황 속 복합적 재난의 흐름과 장기화 대비
를 위한 실천과제”

발표 강명권/원불교봉공회 사무총장
 “재난현장에서 찾은 시사점”

이동환/에이팟코리아 이사
“재난 맞춤형 공동체 실천사례 중심으로”

토론 발제, 발표자 전원
“코로나19가 바꾼 재난 자원봉사! 
무엇이 변화했고 무엇이 필요한가?”

질의응답 코로나19가 바꾼 재난 자원봉사! 그것이 궁금해!

세션5 기업자원봉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

(사)한국자원봉사문화

CSR포럼

좌장 김도영/CSR포럼 대표

주제
발표   

김상두/CSR포럼 이사
“코로나시대, 기업자원봉사 현황과 전망”

이소윤/(사)한국자원봉사문화 과장
“NPO의 기업자원봉사 협업 전략”

사례
발표

이미선/CJ나눔재단 과장
“코로나19 시대, CJ인의 나눔”

황애경/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이사
”포스트 코로나, 자원봉사의 방향“

토론 좌장, 발표자, 정희선/(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기업 자원봉사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