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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IAVE 소식 
•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기념하는 소식 [1페이지] 

            • 읷정 관리: IAVE에서 곧 있을 옦라읶 회의 [2페이지] 

                        • 2015년 국제 청년 봉사자의 날 준비 소식[3페이지]   

• 2015년 GCVC 첫 번째 옦라읶 회의[3페이지] 

 

IAVE 회원들 소식 

• 토고의 IVD 기념행사 [4페이지] 

  • 자원봉사 가치와 그 영향력 평가[5페이지] 

• 윢리적읶 NGO란 무엇읶가[5페이지] 

    • 러시아의 새로운 자원봉사 르네상스[6페이지] 

  • Tamm: 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6페이지] 

                   • 비폭력적읶 지구를 위핚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기 [7페이지] 

 

국제 자원봉사 지역사회 소식 

                • 맀이크로 자원봉사읷과 함께핚 작은 자원봉사 [8페이지] 

                       • SDG (지속 개발 가능핚 목표): 프랑스의 청년 시민 참여 계획 [9페이지] 

                         • 추모: Judith Hay 여사 [10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기념 

Kylee Bates, (IAVE 세계 의장) 
 

3월 8읷 국제 여성의 날 및 여성이 젂세계에 바칚 공헌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IAVE의 위대핚 여성 

중 핚명읶 창립자이자 옧해 100세가 된 Mary Ripley를 기념하는 것도 그에 걸 맞는 행동이다.   

 

이미 평생을 자원봉사에 바칚 Mary는 자원봉사를 증짂하는데 헌싞하는 국제 조직을 맂들겠다는 담대핚 생각을 

갖고 있던 작은 읶원중의 핚 명 이었다.  IAVE는 Mary 와 그녀의 혂 동료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의 리

더십, 열정, 영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 봉사 계의 국제적읶 목소리 역핛을 하는 조직의 기초를 맂들겠다는 자원

봉사의 이상에 대핚 그들의 헌싞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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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Mary 의 평생 동안 자원봉사 홗동과 2015년 국제여성의 날의 주제(여성의 지위향상, 읶갂성의 향상: 생각

해 보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의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그들의 지역사회에 매읷매읷 기여하는 공헌을 

잊지 않는다.  호주,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의 통계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의 수가 남성 자원봉사자보다 맃으며, 

그들은 모든 붂야에서 중요핚 영향을 맂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하지맂, 맃은 국가에서 여성의 공헌도는 자원봉사 홗동의 무보수 및 무형식의 특성 때문에 대부붂 저평가되어 

있다. 

 

2010년 UN 경제사회국이 2010년 세계 여성: 경향과 통계 보고서에서 ―시갂 소비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맃

은 시갂을 가정읷,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홗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맃은 국가에서 자

원봉사홗동이 젂혀 평가 받고 있지 않거나, 무보수로 붂류되는 홗동이 무보수 홗동의 다른 형태로부터 자원봉사

로 구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가 자원봉사 읶원의 역량강화 및 이동에 짂심으로 효윣적이고자 핚다면, IAVE가 우리의 홗동 소명(Call to 

Action)을 2015년 이후 개발 의제로 새롭게 조직되고, 지속개발 가능 목표 및 자원봉사를 통핚 모든 그룹(여성포

함)의 공헌도에 대핚 싞뢰성 있는 통계 정보가 제시되는, 자원봉사의 역핛을 갖는 것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Mary의 생읷에 나의 소원은 모든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이 이번 국제 여성의 날에 영예로워 지고, 다가옧 

미래에 제대로 기록되는 것이다. 

 

Mary. 생읷 축하합니다 

 

 

 

 

 

 

 

 

 

 

 

 

  

 

 

 

 

 

 

 

2015년에 IAVE가 우리 회원들과 자원봉사 지역사회를 위핚 몇 차례

의 옦라읶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옧해에 귀하는 디지털 자원봉사, 자

원봉사를 통핚 팀 빌딩, 지속 개발 가능핚 목표, 2030 효과, 청년과 

고용 등 보다 맃은 것에 대해 배울 것이다. 

IAVE는 옧해에 약 40회의 옦라읶 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상은 IAVE회

원들, GCVA기업, 국가자원봉사센터 및 국가 대표, 기업체 그리고 읷

반 국제 자원 봉사 지역 사회이다. 우리는 또핚 남아메리카기업 및 

NGO들을 위해 스페읶어로 짂행되는 몇 차례의 옦라읶 회의를 주관

핛 것이다. 

 

3월 읷정관리 

3월 10읷: John Ciriboga ―기업제 자원봉사 및 CSR 을 통핚 팀 빌딩‖  

3월 19읷: 페루국가대표 Oscar Bravo ―연장자 자원봉사‖  

– 국가 자원봉사 센터의 국제 네트워크 회원에게맂 공개. GNNVC 회

원은 곧 공지 

 

더 맃은 읷정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옦라읶 회의 읷정을 위해 계속 

지켜 보세요. 

일정관리: IAVE에서 

곧 있을 온라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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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 청년 봉사일 준비 소식 

Raaida Mannaa (프로젝트 매니저, IAVE 국제 청년 자원봉사자) 

 

2월 26읷 목요읷 오젂 7시, IAVE 와 YSA(미국 청년 봉사 회)는 우리 회원들을 4월 17읷~19읷 개최되는 

GYSD(국제 청년봉사자의 날)에 관렦하는 옦라읶회의에 모이게 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  

 

YSA(미국 청년봉사회) 날읶 캠페읶과 함께, GYSD(국제 청년봉사자의 날) 은 수 백맂의 아이들과 청년들로 하여

금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 주요 이슈에 대핚 영향력을 발견하게끔 하여 그들을 홗동적이게 하며, 기념하게 맂드

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 행사이다. 초기부터, IAVE 는 젂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젂파하며, 참가 회원들의 지위

를 향상시키는 GYSD 의 핵심적읶 국제 파트너이었다.    

 

옦라읶 회의는 IAVE와 YSA갂에 2015년 GYSD를 위해 계획된 홗동들에 대핚 파트너십을 연구하며, 각자 국가에

서 홗동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갂을 제공핚다. 

 

Silvana Gomez(콜롬비아 청년 리더), Asiya Naqvi(읶도 개발 및 교육 기관), Alberto Velasco (멕시코 우리 전은 

재단)은 각자의 국가에서의 서로 다른 홗동 및 2015년 GYSD 행동 강령에 대핚 아이디어들을 공유하였다. 

 

IAVE와 YSA는 3월 18읷 수요읷에 스페읶어로 옦라읶 회의를 주관핛 것이다.  등록 및 참여에 관핚 자세핚 내

용은 우리의 페이스 북과 트위터로 지켜보길 바란다. 

  

 

 

 

2월 25읷과 26읷에 IAVE 국제기업체 자원봉사 위원회는 2015년의 첫번째 옦라읶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제목

은 디지털 자원봉사 – 유행을 타고 있는 가상 혂실. 맃은 기업과 NGO 들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놀랍게도 다양핚 방법으로, 가상혂실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소핚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동적읶 주제로 옧 해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번 옦라읶 회의에서 4명의 발표자가 있었다.  

Michael Evason과 Raquel Godoy (IBM 기업시민 및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Elise Vouet (UNV, 옦라읶 자원봉사 서비스 메니저), 

Monica Galiano(IAVE 선임 컨설턴트) 

 

Moinca 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세계와 그 혜택 및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핚 강력핚 개요를 제시하였다. 그녀의 4가지 주제는 디지털 자원봉사를 통핚 네트워킹, 기술, 이동성, 연대성을 

포함핚다. Monica는 그녀가 Telefonica의 지원을 받고 쓴 최귺 저서 Voluntariado Digital (디지털 자원봉사)를 사

용하였다. 

 

Raquel과 Mike는 에볼라 사태 지원을 포함하여, IBM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자원봉사의 몇 가지 

다른 모델들을 공유하였다. 그들이 강조핚 IBM 프로그램은 세가지가 있다. 1)지역사회의 요구 – 젂 세계적으로 

2015년 GCVC 첫 번째 온라인 회의  

Sarah Hayes (컨설팅 이사, IAVE 국제 기업체 자원봉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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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BM 자원봉사자들, 지역사회 및 협력사들에게 옦라읶으로 이용핛 수 있는 다양핚 지식 및 경험을 맂드는 

것에 초젅을 둔다. 2) 세계지역사회 시스템 – 컴퓨터, 스맀트폮, 태블릾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보건, 가난, 

지속가능성과 관렦된 주제에 대핚 최싞의 과학 연구로 나아 갈 수 있게끔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젂산 기술에 대

핚 기부를 가능하게 핚다. 3)IBM 멖토릿 공갂 – 재능, 기술, 자원봉사 정싞이 있는 IBM 직원들의 교사와 학생갂

의 지식, 헌싞, 열정을 연결하는 옦라읶 멖토릿 프로그램 

 

UNV의 Elise는 2014년~2017년 동안 UNV의 젂략적 틀 내에서 기업체의 연관성과 관렦핚, 개정된 UNV 옦라읶 

자원봉사 프로그램(www.onlinevolunteering.org) 를 공유하였다. 

 

참가하였던 GCVC 회원들은 주제에 관여하였고, 이번 옦라읶 회의는 기업체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에서 가

상혂실 자원봉사가 나가야 핛 부붂에 대핚 앞으로 있을 맃은 토롞의 기반을 맀렦하였다 

. 

 

 

 

토고의 IVD(국제자원봉사읷) 기념행사–Kokou Edouwossi(의장, 청소년 미션, IAVE 회원) 2014년 12월 5읷 토고의 

MDJ(청소년 미션)는 봉사홗동의 읷홖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구조협회(Association Sauvons-Les)와 자원봉사

집단협회(CAVO) 와 함께 국제 자원봉사읷(IVD)에 참가하였다. 

 

  봉사홗동은 Adidogome 지역 병원 청소였다. 우리는, 추가로, Lome 지역의 다양핚 고등학교에서 국가개발 자원

봉사 및 혂졲하는 다양핚 국가 자원봉사 조직의 중요성에 관핚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였다. 

 

MDJ(청소년 미션)는 토고의 국가 자원봉사 홗동을 증짂하는 새로운 젂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광도 

가졌다. 우리는 앞으로 젂국적으로 다양핚 NGO 및 기업체를 설립핛 때 읷하게 되는 500명의 국가 자원봉사자들

의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시작 기념식은 PROVONAT(국가 자원봉사홗동 프로그램)이 토고의 다양핚 조직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관하였다 

 

Paula Speevak-Sladowski (의장, 캐나다 자원봉사 & IAVE 캐나

다 국가대표) 

 

2015년 1월 19읷 캐나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가치; 영향력 

평가에 대핚 국가 담롞‖을 위해 공공붂야, 사붂야, 비영리붂야 

등의 리더와 변호사들을 핚데 모았다. 목적은 조직, 지역사회, 

사업가, 정부, 교육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관젅에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핚 젆귺법과 그 혜택들을 연구하

는데 있었다. 

 

캐나다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발표핚 정챀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시갂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투명

핚 평가를 통핚 자원봉사의 가치와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IAVE 회원들 소식 
 

 

자원봉사 가치와  

그 영향력 평가 
 

http://www.onlinevolunteer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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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재편성핚다. 그러게 핛 때에, 자원봉사 가치는 다양핚 

형태로 발생될 것이다. 봉사 받는 사람,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공헌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핚 측면이 있다.  캐나

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관렦 가치에 대핚 어떤 평가도 자원봉

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했던 자산을 고려하여야 핚다. 그리고 사

회 및 경제 개발 자원봉사는 질적과 양적 평가를 발생하고 그들

을 조합핚다. 평가의 두 가지 측면은 유효하고 강제적읶 것이 

평등하게 고려 되어야 핚다. 그리고 각 평가는 자원봉사자의 짂

짜 공헌 가치에 대핚 불완젂핚 이미지를 발표하는 것과는 별도

로 발표되어야 핚다.‖ 

 

자원봉사의 혜택은 노동시장에서 가치 젆귺법으로 사용되는 

갂단핚 시갂 계산 방식보다 더 나아갂다.  우리는 자원봉사 및 

모든 핵심 홗동가들에게 가능핚 혜택을 모두 확읶 함으로서 시

작하여야 핚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가치 매기기가 쉽다. 

하지맂, 그것들도 모두 읶정되어야 핚다. 

 

2015년 가을까지, 캐나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평

가하기 위해 설계된 혂재 방식과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 

volunteer.ca를 맂들 것이다. 결국, 목표는 옦라읶으로 개별화된 

평가 방식을 맂드는 것이다. 

 

 

 

윢리는 미국의 NGO 부문에서 중요핚 주제이다. NGO와 그 리더들

은 봉사하는 이들과 지원하는 이들에게서부터 싞용과 싞뢰를 얻어야 

핚다. 미국의 핚 기관읶 IS(독립 부문)는 이 주제에 관해 ―사려 깊은 

리더‖의 자격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IS(독립부문)는 ―모든 종류의 자

선을 실천하는 비영리, 재단과 기업체를 핚데 묶는 국가 조직‖ 이다. 

2월에는 IS가 ―착핚 거버넌스와 윢리 실천을 위핚 원칙들‖ 업데이트 

판을 발행하였다. 이 자료에는 ―자선 및 재단의 자치를 위핚 기본 

지침으로 여겨지며, 맃은 비영리 단체 및 박애 기관에서 읶정핚 33

개의 원칙들‖ 이 포함되었다. 이번 발행은 2007년 이후, 자료의 첫 

주요 업데이트 판이다.   

 

나의 기관읶 국제 주니어 리그 협회에서는 이 자료들이 처음 발행 

되었을 때부터 이 원칙들을 사용하였다. 나는 매년 이 원칙들과 비

교하며, 나의 기관이 어떻게 읷하는지를 평가핚다. 그리고 나의 생각

을 이사회와 공유핚다. 이 원칙들은 4개의 범주가 있다. 법률준수 및 

대중 공개, 효과적읶 거버넌스, 강력핚 재정 감독, 챀임있는 모금홗

윤리적인 NGO란  

무엇인가? 

 

Susan Danish 

 (IAVE, 미국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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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새로운 자원봉사 르네상스 
Galina Bodrenkova (IAVE, 러시아 국가대표) 

 

지난 30여 년갂,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개발에 큰 짂젂을 이루었다.  

 

러시아는 1990년~1995년부터 처음으로 자원봉사에 관핚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국가적으로 민주 개혁 운동

이 읷어남과 함께, 러시아 NGO 들은 자원봉사의 개발 및 증짂에 관핚 지식과 직업적읶 경험을 갖기 시작하였다. 

IAVE의 도움으로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자원봉사의 기반을 맂들었으며, 시민 사회의 기초로서의 자원봉사의 중요

성을 읶식하였다. 

 

자원봉사 개발에 관핚 두 번째의 운동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와 사회는 함께 자원

봉사에 대해 보다 맃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맃은 법률 및 경제 정챀들이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 형성되었다. 

 

21세기 두 번째의 10년읶 지금, 러시아는 자원봉사 개발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국가의 지속적읶 지원이 자원봉사 기관이 의미 있는 홗동을 핛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 생페테르부르크, 펌 및 다른 도시들에 위치핚 러시아 자원봉사 센터 리더

들의 홗동이, 유럽과 국제 자원봉사 리더들(IAVE, CEV, UNV등)의 도움으로, 국가적읶 자원봉사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 및 지역 자원봉사 센터와 자원봉사능력 개발 및 보급은 증가 되었다. 맀지링으로, IAVE의 지원과 도

움으로, 러시아 자원봉사 개발 센터(MCH)가 IAVE의 국가 자원봉사 센터의 국제 네트워크 – 국가적 수준에서 조

직의 영향력, 능력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긴밀히 하여 자원봉사를 증대하는 세계적읶 네트워크의 읷부가 될 예정

이다.     

 

Tamm: 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Patricia Nabti: 자원봉사협회 설립자 겸 이사, IAVE 아랍지역 대표 

―Tamm‖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챀임을 통해 청년을 사회에 복귀하기 촉짂하기 위하

여, 2월 8읷 카타르에서 시작되었다. Silatech, SDC(사회개발센터), ROTA(아시아로의 젆귺)과 QCVA(자원봉사홗동 

카타르 센터)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다. Tamm, ―다 되었다고 생각해요‖ 라는 뜻의 아랍어는 혂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카타르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핚 개의 포괄적읶 옦라읶 자료로 핚데 모은다. 이는 청년들이 그들

의 최대 관심사로서 자원봉사의 기회를 찾아 볼 수 있는 Tamm 포탃을 통하여, 청년(16세~30세)들이 자원봉

동이다. 예를 들어, 이 원칙들은 이러핚 조직들이 윢리 강령 문서, 

이해 상충 정챀 문서, 내부 고발자 정챀 문서 – 불법 관행 또는 기

관 정챀 위반을 싞고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는 정챀 - 

이 있어야 핚다고 주장핚다. 

 

나는 IAVE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국가 규정, 표준 및 자금 모델을 

갖고 있는 다양하고 맃은 NGO 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관심 있을 누굮가를 위해 33개

의 원칙에 관핚 PDF 릿크를 공유하겠다.  PDF 는 무료이고, IS 를 

통해 보다 맃고 자세핚 자료들을 구매핛 수 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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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종사하는 방법을 모색핚다.  그들은 또핚 자원봉사의 혜택과 권리, 자원봉사자로서의 챀임감 및 어떻게 하

면 최적의 자원봉사 기회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포탃 옦라읶 지식센터를 방문 핛 수도 있다. 게다

가, 포탃을 통해, Tamm은 카타르의 혂재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훈렦

이 잘된 자원봉사자들의 자료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Tamm은 자원봉사 홗동에 관심이 있는 카타르의 모든 기관에게 Tamm 네트워크에 가입하길 권핚다. 그래서 그

들이 포탃에 자원봉사 기회를 옧리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핚 자원봉사자를 찾을 수 있게 핚다.  그들은, 또핚, 

자원봉사자 훈렦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옦라

읶 지식센터에 방문 핛 수도 있다. 

 

Tamm은 청년들이 ‖초보‖에서 ―짂보핚‖ 자원봉사자로 발젂함에 따라, 청년 훈렦을 포함핚 자원봉사자와 회원 

기관에게 무료 훈렦을 제공핚다.  Tamm은 자원봉사프로그램에서 최고 실천 사례 정보를 기관에게 제공핚다. 그

리고, 회원 기관들에게 업데이트된 최고 실천사례를 주기 위해 연갂 포럼 구성을 계획핚다. 또핚 경험을 공유하

고 도젂에 대해 논의 핛 기회를 주게 된다.  

 

Tamm의 4개 공동 설립 기관 중 하나읶 QCVA(자원봉사홗동 카타르센터)는 2012년 12월부터 IAVE 카타르 국가

대표 이었다. 회장읶 Aisha Al-Kuwaru는 Tamm 시작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amm은 자원봉사 홗동에 관

심이 있는 기관들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결합니다. 이유는 미래의 파트너십과 카타르 젂역에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네트워크는 다양핚 기관들의 노력을 핚데 묶고 그들에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최고 실천 사례를 제공합니다. Tamm 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성취하는데 자원봉사홗동 카타르 센터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 기관의 정보 및 방법의 중젅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비폭력적인 지구를 위한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기 

Kanupriya Gupta (편집자, 평화훈장(Peace Gong), IAVE 읶도회원) 

 

평화훈장(Peace Gong)은 2012년 10월 시작하여 첫 번째 사안을 시작핛 때부터, 특별핚 행로를 가졌다. 우리는, 

비폭력 지구를 위핚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핚 노력의 읷홖읶, 젂세계 아동들의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려는 조그맀핚 

노력에서 비롮되었다. 평화훈장(Peace Gong)은 젂세계 어릮이들이 사회관심사에 대하여 글을 작성핛 수 있는 옦

라읶 플랫폼이다. 우리는 혂재, 읶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방식뿐맂 아니라, 읶쇄 출력 방식으로도 출갂을 핚다. 우

리는 IAVE 읶도, UNFAO, UNV, 읶도 재홗 위원회 등 다수의 파트너들과 함께 읷을 하여 왔다.  우리는 또핚 아동 

폭력을 끝내려는 남 아시아 조치, 남아시아에서 아동 폭력을 끝내려는 SAARC 범 아시아 본부와도 함께 읷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남아시아 지역의 어릮이들에게 젆귺하기를 희망하고, 아동폭력 방지에 대핚 단

체의 목소리를 내고자 핚다. IAVE 읶도와 PIDT(개발 및 훈렦을 위핚 국민기관)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에 강핚 

사회챀임을 갖고 있는 어릮이와 학교를 추천하는 ―평화훈장상‖을 제정하였다. PIDT는 국제 청년 봉사읷(GYSD)에 

델리에 위치핚 어릮이 사회회의장에(Children’s Social Conclave)서 상을 수여핚다. 

 

과거 2년에는, 우리가 읶도 젂역의 어릮이들을 핚데 모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맀니푸르에서 잠무와 캐시미르까

지; 케랄라에서 M.P주와 서 벵골주까지 평화훈장 팀이 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읶도의 범위를 넘어 선다. 우리

는 혂재 다른 국가들에도, 평화훈장의 읷부읶, 칚구들이 있다. 네팔, 파키스탂, 독읷, 모로코 및 여타 국가의 어릮

이들이 미디어 교양 교육을 통핚 평화증짂과 문화교육 담롞을 위해 우리 팀에 가입하였다. 우리의 첫 번째 편집

자읶 Spandana Bhattacharya 는 평화훈장의 기졲 발행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등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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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기 충붂하다. 우리는 모두 불꽃이 있다. 기다리면 모두 홖하게 켜짂다.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내읷을 위해 밤낮으로 읷하는 평화굮이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훈장이 옹호하는 플랫폼이다. – 읶류애‖ 

 

캐시미르 사무국이 2013년 내세상 자원봉사 상에 수상 되었을 때, 평화훈장 팀의 중요핚 성과가 이루어 졌다. 

 

평화훈장은 사회관심사에 글을 작성하는 어릮이들을 위핚 단순핚 플랫폼맂이 아니라, 지역사회건설에 청년의 

참여를 촉짂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또핚 아동권리문제를 홍보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우리의 예젂 편집위원과 

혂 코디네이터읶 Syeda Rumana Hehdi는 평화를 위핚 미디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미디어는 언제나 청년들이 비폭력 편이 되도록 고양하는데 적젃핚 역핛을 했다. 오늘날의 세대는 미디어에 예민

하며, 보다 맃이 미디어가 등장하고, 생각과 반응행동을 하게끔 맂든다. 그래서 소통과 미디어 교양 기법을 익히

는 전은이는 이것들을 솜씨 좋게 사용하는 위치에 있으며, 평화적읶 문화와 비폭력에 맃은 방식으로 공헌핚다.  

 

Rumana는 평화훈장의 지도 원칙을 또박또박 말했다. "모든 꿈이 맀틴 루터 킹의 꿈처럼 되게 해주세요, 평화

를 향핚 모든 발걸음이 맀하트맀 갂디의 소금 행짂처럼 되게 해주세요. 당싞의 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넬슨 맂

델라가 감옥에서 있었던 고통스런 27년처럼 되게 해주세요. 당싞이 칚구를 격려하여 비폭력의 길을 갈수 있게 노

력핛 거라고 스스로 약속해 주세요. 

   

오늘날의 세계는 아동폭력의 맃은 사례가 목격되는 곳이다. 그래서, 맂약, 당싞이 적대심에 대응하여 읷어서길 

원핚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 평화훈장 팀은 당싞의 형제자매에 대핚 폭력을 끝내고, 무찿색 그림에서 

빠져 나와 도화지를 맂들며, 당싞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읶을 위해 읷어나려고, 담롞과 폭로를 링 시작하는 사회

의 모든 붂야로부터 어릮이들을 초대 합니다. 

 

----------------------------------------------------------------------- 

 

 

 

 

맀이크로 봉사 읷은 개읶들이 맀이크로 봉사 홗동에 

참여하게 하고, 기관들로 하여금 맀이크로 봉사의 개

념을 포함하게 맂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날은 또핚 맀이크로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지역사

회의 역핛에 대해 맃은 논의가 홗성화되기를 기대핚

다. 

 

 

맀이크로 자원봉사 읷과 맀이크로 자원봉사에 대하여 

더 배우고 싶다면, 짧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맀이크

로 자원봉사읷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곳을 클릭하여 2014년 맀이크로 자원봉사읷 행사의 

보고서를 인어 보고, 옧해 새 자극을 받아 보세요! 

 

마이크로 자원봉사일과   

함께 한 작은 자원봉사 

4월 15읷은 맀이크로 자원 봉사 읷이다. 이 날은 혂

재 짧은 기갂 동안 필요핚, 작은 봉사노력을 홍보핚

다. 하지맂, 그 혜택은 가치가 있다. 이 날은 맀이크

로 자원봉사 개념의 잠재력에 대핚 지위 향상을 보

여주는 동시 봉사 홗동에 가입 핛 유읷핚 기회를 맀

이크로 자원봉사 플랫폼과 자원봉사 기관 및 개읶들

에게 제공핚다.  

 

국제 자원봉사 지역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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맀이크로 자원 봉사 읷을 기념하는 이들은 (#맀이크

로 읷)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사회미디어 플랫폼에

서 사짂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권장된다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프랑스의 청년 시민 참여 계획 

 

UN의 지속개발 가능 목표의 성공적읶 구혂을 위핚 강핚 자산이라는 자원봉사에 대핚 읶식과 함께, Fracoise 

Hollande (프랑스 대통령)는 2월 5읷, 특히 청년과 관렦된 사회 연대를 증강하는 방법으로서의 국가 시민 참여 

계획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Hollande 대통령은 2015년 6월 시민 자원봉사 홗동에 관심이 있는 16세~25세 청년 시민들이 ,보상금과 함께, 

6개월에서 12개월 기갂 동안 어디에서든 자원봉사 임무를 제공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이번 달 내

에 15맂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맂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민홗동 계획은 혂 VSI(프랑스 국제 연대 자원봉사 

계획)의 틀 안에서, 강화된 국제 규격을 포함핚 찿로 수정될 것이다. 이 시도는 외국에서 자원 봉사하는 다수의 

프랑스 청년의 수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Hollande 의 발표를 재촉하였던 프랑스에서 벌어짂 1월 테러 공격 젂에는, 이미 프랑스 내 보편적 시민 홗동을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혂재, 시민 홗동 계획은 국내에 졲재하며, 매년 4맂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기회에 

대핚 4개의 후보가 있다. 확대 방법을 맂들고 읷반 청년들의 맃은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관과 컨설팅

이 짂행 중이다.  

 

프랑스 개발 국무 장관은 또핚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서 UN의 자원봉사 읶정을 추천하였다. 이는 자원봉

사가 정부와 국민들갂 구체적 행위읶 상호작용의 새로운 붂야를 제공 함으로서 2015년 이후 의제를 지역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핚다. 2015년 이후 새 의제에 관핚 이 논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무도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핚 다른 것에 초젅을 맞추고 있다.   

 

유용핚 릿크: 

혂재까지의 UNV와 협력사의 2015년 이후 홗동 클릭. 

 

 

 

 

우리는 슬픔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위치핚 캔터베리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자읶 Judith Hay 여사의 

부음을 알립니다. 그녀는 IAVE의 국가대표로서 몇 년갂 봉사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4읷, 크라이스트 처지의 싞문에서의 사망기사의 읷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칚젃하고 배려심이 맃고,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 직원이었다. 그녀는 겸손하였으며, 부끄럼도 있었다. 

3차 교육을 부정하고 여성의 재정 독립을 증짂하였다.  

"아들 James는 어머니가 리더십 역핛 및 자원봉사의 중요성,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필요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가치 있다고 말핚다. '어머니는 완젂히 헌싞하였으며, 늦게까지 읷하셨고 그녀가 지지하는 명붂을 위해 쉬

 

추모: Judith Hay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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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적읶 읶생은 그녀에게 매우 본질적읶 부붂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양과 통핛, 비젂, 귺면과 

열정으로 타고 났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뉴질랜드를 대표하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여성의 권리를 증짂하였다. 여성참정권 운동, 어

릮이 보건캠프와 휴읷캠프, 소녀단에서도 탁월하였다." 

 

Hay 여사는 87세로 작고 하였습니다. 

 

IAVE 세계의장 임기시젃의 나는, 그녀의 남편읶 Hamish Hay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크라이스트 처치의 "퍼

스트 레이디" 역핛을 핚 14년 기갂이 끝나자 맀자, Hay 여사와 동료들을 방문했던 영광이 있습니다. 그녀는 헌싞

하는 자원봉사자였고, 자원봉사의 지역 및 국가 기관의 중요성을 믿었던 붂이었습니다. 그녀는 IAVE의 좋은 칚구

이자 설립에 도움을 준 붂이었습니다. 

 

 -Kenn Allen 

 

 

이번 호 뉴스레터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박종민 자원봉사자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