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5월호 
 

이번호에서는 
 

IAVE 새소식 

• 봉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와 통합 사회 홍보 

• IAVE 의 새로운  전략 계획 발전 

• IAVE 앞으로의 회의 개최지 선정을 시작하다 

• IAVE 2015 투표시작 

• 재난 관련 기업 봉사활동:  RWG 

IAVE 회원들의 소식 

• 절망에서의 탈출을 위한 봉사: 요르단의 시리아인 봉사자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봉사활동 

• VNZ 의 새로운 의장 선출 

• 봉사활동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 유럽의 IAVE 회원들  CEV 의  2015 춘계 회의 참석 

• 독특한 봉사 축제 마당 
 

세계 봉사 단체로부터의 소식 

• 2015 년도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후기를 제출해주세요!  
•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IAVE 뉴스 

 

자원봉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와 통합 사회 홍보 

카일리 베이츠  IAVE 세계 회장 
 

그들은 늙지 않고 성숙해갈 것이다, 늙은 채로 남겨진 우리들처럼 

나이는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세월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 가고 아침이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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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의 새로운 전략 계획 발전 

IAVE 위원회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실행될 예정인 IAVE 2020 전략 계획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전략 계획을 

2015 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4 개월 내로 IAVE 회원들과 핵심 관계자들이 이 계획 과정에 온라인 설문 조사와 가상 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IAVE 회원들끼리 직접 모이는 경우도 토론을 촉진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AVE 회원들과 관계자들의 투입이 중요한 이유는 IAVE 위원회가 봉사활동의 글로벌한 도전과 기회를 향후 5 년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IAVE 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와 봉사 기회 정보는 E-IAVE 다음 호와 ‘특별 게시판’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과정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 자주 듣곤 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걸쳐 있는 호주 뉴질랜드 군단(ANZACs)은 2015 년에 설립 100 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터키의 갈리폴리 해변에서의 피바람 불던 1915 년의 4 월 25 일의 전투 역시 100 주년을 맞았습니다. ANZACs 1 만 

명, 동맹군 3 만 4 천 명, 터키군 8 만 6 천 명이 세계 1 차 대전의 갈리폴리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ANZAC 의 날은 추모의 날과 

비슷한데,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며, 갈등을 지양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세계 대전’으로 일어난 이전부터 이어진 인류 대학살과 고통은, 슬프게도 인류를 재건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늘어나는 데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적십자는 세계 1 차 대전에서 호주의 참전을 위해 창단되었는데, 3 만 5 천 명의 YMCA 자원봉사자들이 480 만 명의 미국 해외 

파견군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국에선 대략 1 만 8 천 명의 자선 단체가 4 년 동안 설립되었는데, 봉사활동가들의 노력에 

대부분 의존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1919 년에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창단되었습니다. 

물론, 분쟁이라고 해서 늘 ‘세계 대전’과 같은 거대하고 파괴력이 커다란 규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르완다 학살 관련 국제의 

날에서 백만 명의 르완다 투트시족이 1994 년도에 학살당했던 일을 잊지 않도록 재조명했습니다. 또다시, 르완다인들에게 재건축과 

화해의 봉사활동 정신이 깨어났고, 그들의 역사적 전통인 우무간다(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다는 뜻)를 달마다 마을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16 번째 목표는 인류의 평화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사회 구축입니다. 각 국가들은 봉사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SDG 목표는, 2015 년 이후로 발전 선언문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전사한 군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he Ode of Remembrance is taken from the fourth stanza of the poem The Fallen by Laurence Binyon written in 1914 and is used in war remembrance services in 

some Commonwealth countries. 

2 http://www.worldwar1.com/dbc/ymca.htm 

3 Third Sector UK - http://www.thirdsector.co.uk/1914-1918-charities-helped-win-ww1/volunteering/article/1299786 [25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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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VE  회의 개최지 선정을 시작하다 

 

IAVE 는 주최 조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2018 년에 열리는 세계 자원봉사 회의와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그리고 2017 년에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봉사와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미리 준비한답니다!) 
 

2018년도 세계 대회 

이번 달 말, 제안서를 위한 정식 공문이 모든 IAVE 회원들, 봉사활동 관련된 모든 단체들과 선발된 국제 NGO 에게 갈 예정입니다. 잠재적 

지원자들은 “관심 표명서”를 제출하여 우리와 일하고 싶은 마음을 알려 최종적으로 정식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2015 년 11 월 30 일까지 받습니다; 연구 위원회가 업무를 마치고 IAVE 위원회에게 2016 년 4 월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 세계 회의가 11 월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에도 그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팀은 IAVE 의 부회장이자 유럽 지역 IAVE 대표이기도 한 유진 발다스(Eugen Baldas, 독일)에 의해 주재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 

IAVE 대표 이라이다 만젤리나(Iraida Manzanilla, 베네수엘라), 마크 몰로이(Mark Molloy, 스코틀랜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팀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국 후원은 켄 앨런(Ken Allen,IAVE 수석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제안서를 위한 공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2018worldconferences@iave.org 로 이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아시아 태평양 대회 

15 번째 격년 IAVE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10 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개최 단체에서 다음 대회를 위한 현재의 결론을 

알려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올해의 일을 매듭짓기 위해, IAVE 는 각 지역의 회원국 대표자에게 제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과정은 “관심 

표명”이라 불리며 후에 7 월 15 일까지 마감인 IAVE 사무국 정식 제안서에 기인해 일어납니다.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ceive the Call for Proposals, please email 2017apconference@iave.org.   

선발 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IAVE 의 이사회 중 한 명인 박윤애(Yoonae Park)에게 의장이 주어졌고, 대회 개최에 입찰하지 않는 두 

회원국 대표자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후원은 켄 앨런(Ken Allen, IAVE 수석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됩니다. 

IAVE 2015 선거 준비착수 

 

IAVE 위원회의 청소년 대표자인 아그네타 나아리타(Agnetta Nyalita, 케냐)가 의장을 맡은 IAVE 의 지명위원회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이사회의 선출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직위에서 선출될 예정인데, 아랍 국가들과 남자 청소년 대표단을 위한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 

아랍 국가 지역 대표자는 패트리샤 납티(Patricia Nabti, 레바논)의 후임으로, 그녀의 두 번에 걸친 최대 임기에서의 업무를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IAVE 회원들은 5 월 1 일에 시작하여, 5 월 31 일까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지명위원회가 

후보자들을 확인 및 검토하고 나면, 7 월 16 일 투표 용지가 배부되며 8 월 10 일까지 자유롭게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월 31 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회비를 낸 회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 E-IAVE | 2015년 4-5월 호 

  

IAVE 회원들의 소식 
 
 

절망에서의 탈출을 위한 봉사:요르단의 시리아인 봉사자 

패트리샤 납티, IAVE 아랍 국가 지역 대표 

재난 관련 기업 봉사활동 : 연구 조사 그룹 

로리 포스터, 퍼실리에이터, IAVE 연구 조사 그룹 

재난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관한 IAVE 연구 조사 그룹(RWG)은 2014 년도에 11 명의 국제 기업 자원봉사 의회(GCVC) 회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RWG 의 목적은 회원 기업들이 내부 직원들을 넓은 의미의 재난 봉사부터 장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RWG 회원들은 각 회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익히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온라인 회의와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해냅니다. 2015 년 4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RWG 는 구글의 뉴욕 지사에 모여 

UN 과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지와 어떻게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기구들은: UNOHA, UN 봉사단, 세계 식량 계획, UNICEF, 세이브더칠드런, CARE 인터내셔널, 그리고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RWG 의장이자 UPS 설립 회장인 에두아르도 마티네즈에 의하면, 기업들은 재난 당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하며 NGO 들은 도움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을 연결시켜줄 가교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RWG 는 기업과 NGO 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에게 재난 대책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WG 의 2015 년 춘계 계획은 

기업들이 재난 대책 운영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과 사기업과 NGO 사이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재난 상황 시 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 

IAVE 이사진은 남녀 한 명씩을 꼭 청소년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대표는 대니얼 버리티카(Daniel Buritica, 

콜롬비아)로, 두 번에 걸친 최대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남자 청소년 대표가 필요합니다. 후보 지명을 위한 

호출이 5 월 1 일 투표권의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IAVE 청소년 회원들에게 갈 예정이며, 지역 대표자들과 이사진들에게도 호출이 전달될 

것입니다. 정책에 따르면, 이 자리를 위한 후보를 지명하는 데에는 특정한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진이 새로운 청소년 대표를 8 월 

회의 때 선출할 예정입니다. 

 

위 직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지명 관련 호출을 받고 싶으신 분은, elections2015@iave.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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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봉사활동 

By 바히다후제로비, IAVE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 대표 
 

OSMIJEH 가 1996 년도에 처음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였고, 그 기간이 매우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스니아 사회에서 봉사활동이란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뜨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의 계속된 발전과 홍보로 인해 봉사 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법적으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두었고, 봉사활동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모두 봉사활동에 관한 법을 응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봉사활동은 지리적, 인구적으로 균등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은 몇몇 지역에서만 벌어지며, 어떤 지역에선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은 봉사가 절대적으로 NGO 에 

대부분 의존해 발전해왔기 때문이고, 그들의 능력 치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NGO 가 추구하는 업무로는 

봉사활동의 발전, 모금 활동, 지원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에는 

  . 

현재 4 백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반 이상의 난민들이 어린이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이야기가 자타리난민촌에서 들려왔는데요, 봉사활동이 봉사자의 주변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스물 세 살의 사미는 시리아의 다라에서 요르단으로 가족들과 함께 

2013 년도에 피난했습니다. 그는 첫 8 개월간 주어진 텐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지루한 일상과 더불어 떠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사라져 갈 때, 그는 텐트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불러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한 날, 모든 상황이 그를 위해 뒤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Mercy Corps 의 일원이었고, 

그 경력으로 인해 난민촌의 봉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Mercy Corps 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활동하는 구호 단체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옷, 담요, 생활용품 등을 피난민들에게 제공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우물을 개조하고,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하여 

그들이 직면한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공통된 해법을 찾게 도왔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미는 Mercy Corps 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난민들과 봉사자들 모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역도 트레이너가 되었고 자타리 난민촌의 아이들 놀이터의 안전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봉사활동 

구역에는 많은 체육 기구들이 있고, 레슬링 팀도 조직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전연령대를 위한 무술과 춤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Sumaya Agha for Mercy Corps 

정보 및 사진 출처: https://www.mercycorps.org/articles/jordan-syria/refugee-rol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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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AVE 회원들 CEV의 2015 춘계  역량강화 컨퍼런스 참석 
By Ramona Dragomir, Manager, Network Development 
유럽자원봉사센터(European Volunteer Center, CEV)는 시민사회발전연합과 오시예크 자원봉사센터는 “Pick and Mix-유럽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SMART)협력하여 크로아티아의 자다르에서 4 월 23 일부터 24 일까지 컨퍼런스를 열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가속도를 내고 봉사활동 

운영을 매끄럽기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자원이 필수적인데, 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봉사활동은 다른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와 대형 캠페인은 봉사 업무 중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는 

인도적 구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의장 선출 

스캇 밀러는 뉴질랜드 자원봉사센터(VNG, Volunteering New Zealand)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어 바니사 디루의 공석을 메우게 됩니다. 

이전에 스캇은 뉴질랜드의 네 도시에서 장애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상을 받은 Paladin Project Charitable 

Trust 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최근 Voluntalk 의 e-뉴스레터에 실린 그의 자기 소개에서, 스캇은 “저는 VNZ 의 직원들과 더 넓은 

봉사 분야에서 일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봉사자와 봉사활동 자체가 뉴질랜드의 개인들과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는 데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IAVE 에 스캇이 온 것을 환영하며, VNZ 와 우리 지역 대표를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를 환영해 

주고 싶으시다면, scott@volunteeringnz.org.nz 로 이 메일을 보내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가장 최근의 e-뉴스레터에 따르면, Volunteering Australia 는 “현재 봉사활동의 정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 National Review 는 봉사 자원 센터와 봉사 관련 조직들과 같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정된 정의는 봉사자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봉사활동이 측정되며 호주가 이 분야에서 우수사례 

기준을 유지하고 수행하는지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http://www.volunteeringaustralia.org/policy-and-best-practise/definition-of-volunteering/have-

your-say/를 방문해 보세요. 페이지 중간에 있는 링크를 통하면,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배경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라모나 드라고미르, 매니저, 네트워크 발전부 

“픽 앤 믹스(Pick and Mix)- 다중 관점을 통한 유럽 봉사 센터 접근”이라는 제목 아래, 유럽 봉사 센터(CEV)와 SMART(the Association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and Osijek Volunteer Centre)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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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자원봉사 마당 

카르멘 샤바리아, IAVE 과테말라 지역 대표 
 

과테말라 자원봉사 센터(El Centro de Voluntariado Guatemalteco)가 12 번째 자원봉사 마당을 4 월 26 일에 열었습니다. 올해는 

과테말라 지방 자치제와 TEDx 과테말라 시티 2015 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최했습니다. 이 축제는 과테말라 시티의 가장 인기 많은 동네의 

주요 거리에서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Voluntariado Guatemalteco 와 다른 봉사 단체들은 거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들의 봉사 노력들을 보이고 사람들을 봉사활동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올해, 참가 기업들 모두 각 기업의 대표적인 업무를 게임으로 만들라는 특명이 주어졌고, 이는 대중들에게 더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봉사활동이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의 업무는 어린이와 성인들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는데, 

“결속의 로또”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로또의 전형적인 숫자 호명 대신에, 도덕적 가치들이 불려졌습니다. 청각적, 시작적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단체에서는 장애물 달리기 코스를 시행했는데, 참가자들은 눈을 가리고 코스를 완주해야 했습니다. 

봉사 축제를 끼고, TEDtalks 는 TEDx 과테말라 시티 2015 이벤트에서 열렸습니다. 대략 300 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예로, 자기 개발, 친환경 공동 주택, 사회적 이슈, 그리고 봉사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들은 밖에 나가 전시대를 구경하고, 봉사자들이 이상적인 과테말라를 발전하고 짓는 데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럽 20 개국이 넘는 곳에서 약 70 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이틀 넘게, 다양한 워크숍이 열려 봉사 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주제로는 봉사 운영 방법, 어린이 보호, 어린이와 청소년 참가 독려, 봉사 센터의 높은 수준, 지지자로서의 봉사 

센터, 봉사 동기 부여, 그리고 온라인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덴마크,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IAVE 회원들은 서로 모여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봉사 센터에서 일하며 강인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봉사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에게 봉사 기회를 

제공하며 봉사와 관련된 기관의 능력을 길러 봉사자들의 경험을 쌓게 하고 그들의 노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IAVE 이사회 구성원이자 Volunteer Now 의 최고 책임자인 웬디 오스번(Wendy Osborne)이 말했습니다. 

IAVE 와 CEV 는 현지적, 지방적, 국가적으로 봉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강한 기관들에 대한 인식과 지원에 관해서 공통된 관심사를 

나눕니다. 그 기관들은 독립적이며 통합적으로도 홍보와 봉사 참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IAVE 가 새 조사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리더십 인프라를 개척한다면, CEV 과 IAVE 회원들이 봉사 유지와 발전을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두고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힘을 키우는 것을 공동의 목적을 둔다면 정말 흡족할 것입니다” 

 



 

8 | E-IAVE | 2015년 4-5월 호 

글로벌 자원봉사 단체로부터의 소식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Independent Sector 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비영리단체, 재단, 기업의 리더십 네트워크”라며 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4 월 12-18 일 동안의 미국 내 봉사의 주에 선보였습니다. 

2014 년도의 봉사활동 시간의 가치는 23.07 달러로, 2013 년에 비해 52 센트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3 퍼센트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 는 또한 국가 수준에서 2013 년도의 봉사 시간의 가치는 미국 주마다 매우 편차가 심하며, 아칸소 주가 19.31 달러로 

최저이며, 워싱턴 D.C.가 39.86 달러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Independent Sector 의 page 에 방문해 주세요! 

 

2015년도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후기를 제출해주세요! 

2015 년도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4 월 17-19 일)은 성공리에 치루어졌습니다! 이 날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원봉사 행사일로, 

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체가 되는 다른 종류의 봉사 행사를 둘러보시려면, YSA 의 인스타그램 계정 @YouthService 와 해시태그 #GYSD 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상 깊었던 후기를 YSA 홈페이지에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