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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향한 발걸음 
By Kylee Bates, IAVE 회장 

올해 3월은 UN에서 추진하는 15개의 다른 국제적인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념
일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는 쟁점, 그리고 그 쟁점에 대처할 때, 변함없이 자원봉
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념일들이 17개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들 중 하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
다. 그리고 이것은 SDG의 달성에 자원봉사자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
고 있습니다. IAVE 이사중 한명인 Kathi Dennis의 노력을 통해서, IAVE는 목표 달성과 변화의 

측정을 돕기 위한 방법을 합의하기 위해 이를 위한 워킹그룹과 (Post-2015 Working Group) 지
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Volunteering for Social Change)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웹사이트와 발표자 공모 소식을 알리면서, 제 24차 IAVE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의 첫 번째 홍보
를 보게 되어 제가 기뻤던 것처럼 IAVE 회원들이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1 월에, 저는 컨퍼런스 주최 측 CEMEFI 를 만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 지구적인 자원봉사 행사를 

멕시코 시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멕시코의 자원봉사들이 보여준 열정과 에너지에 무척 기뻤습니다. IAVE 의 이사 Kathi 
Dennis, 자문위원 Kenn Allen, 그리고 AMEVOL 과 IAVE 의 멕시코 대표 Susana Barnetche 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UN, 

기업들, 자선단체들, 비영리단체들의 대표 그리고 학계와 청소년 회의를 조직하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협력하며 그들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봉사문화를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015년 이후의 첫 번째 회의로서 이번회의 주제의 중요성을 이
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AVE 회원들이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멕시코 음식, 멕시코 문화 그리고 전문적인 멕시코의 주최 측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회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ucila Ballarino IAVE 새로운 이사로 

임명  

Telefonica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해외사업본부장 Lucila Ballarino가 

IAVE 이사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기업 대표자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를 맡을 것입니다.  

 Lucila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Telefonica 그룹의 인사부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

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Telefonica 그룹을 위해 10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그 후 

Telefonica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스페인의 해외 인사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9년부

터는  Lucila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125,000명의 Telefonica 직원들에게 전세계의 다양

한 자원봉사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Telefonica Volunteers" 프로그램

을 조직화하는 업무를 맡으며 Telefonica 재단을 위해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IAVE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 IAVE의 기업 자원봉사 의회에서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글로벌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참여를 이끌어왔으며 “The Big 

Tent"라는 이름을 갖게 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AVE의 회장 Kylee Bates는 “기업의 자원봉사는 전세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러 대륙을 넘나들며 Telefonica에서 얻은 Lucila의 지식, 경험과 열정은 IAVE

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에너지와 열정은 눈에 띄며 IAVE의 목표를 

위한 또 한 명의 위대한 인재를 얻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3월 8일~11일 UN 본부에서 열린 UN 통계 위원회의 47

차 회의에 앞서 “SDG 지표들은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의 건설을 완성의 마지막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다”라고 UN DESA의 통계부장 Stefan Schweinfest가 

말했습니다. 이 연례 회의에는 전세계의 수석 통계학자들

이 모여 더 좋은 삶을 위해 개선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통계적 기준들을 논의합니다. 

 올해 회의에서, 위원회는 난민, 기후 변화, 빅 데

이터와 같은 새로운 분야들을 다루는 본래의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특별한 초점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목표를 위한 전세계적 지표 체계를 발표하

는 것에 맞춰질 것입니다. 위원회는 SDG 지표들에 대해

서 합의하고 잠정적인 작업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모였습

니다. 
. 

전세계적 지표 개발  

통계 위원회 제 46차 회의에 의해 설립된 IAEG-

SDGs는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를 위한 전세계적 수준

의 지표 개발업무와 실행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이 고려

되었고 그들의 제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롭고 보편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는 감히 이것은 전례없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합의는 역사상 없었습니다.”라고 

경제개발 사무차장 Lenni Montiel이 말했습니다. 

IAEG 회원들은 선택된 지표가 목표를 가장 잘 측

정하고 지표가 목표를 재해석(왜곡)되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 고 평가합니다. “지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확실하고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

SDG(지속가능개발목표) 지표  개발: 2030 

아젠다에 대한 마지막 잃어버린 퍼즐조각 
본 기사의 원저는 UN DESA Voice, 2016년 3월호입니다 

리가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초점을 

둔 목표입니다.”고 Stefan Schweinfest가 말했습니다. 
 

시작점으로서 전세계적 지표의 틀  

또한, “도구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

적인 필요성과 의지가 있습니다.”고 Schweinfest씨는 강

조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지표는 회원국에서 개발된 지역적

이고 국가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보완될 것입니다.  

 “국가의 통계학자들은 전세계적 지표개발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국가 상황을 관

찰하고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고민했

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생

각해냈습니다.”고 UN DESA의 통계부처 사무국장보 

Francesca Perucci가 강조했습니다. 

 193개국은 이 지표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통계기관은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국

제기관과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VIDEO: 경제개발 사무차장이자 Lenni Montiel와 UN DESA의 
통계 위원회장 Stefan Schweinfest, 그리고  UN DESA의 통계 
위원회 통계 서비스 부서 의 Francesca Perucci가  SDG의 
보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_Ye6SEGak�


 1월에 있었던 그들의 첫 만남 동안, 우리는 다양한 

교육 이벤트, 하계 국제 업무 캠프, 청소년 센터와 고아원에

서의 자원봉사 훈련과 같은 몇몇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청소

년 센터와 고아원에서 시행되는 자원봉사 훈련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아동 권리 보호와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지

식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es Jeunes 기관과 함께한 혁신과 봉사활동 

By Kokou Edouwossi,  토고 IAVE 회원 Des Jeunes 선교회 

회장 

Des Jeunes 기관은 2016년 1월, 토고 Datcha-

Central의 지역 공동체와 함께 그 지역의 초등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비정부기구의 두 명의 봉사자들은 마을에서 한 주

를 보내며 지역 당국 관계자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방

문의 목적은 청소년과 공동체에게 봉사정신을 일깨우며 그 

지역의 초등학교 혁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Nama 그룹은 오만의 자원봉사자협회 “Taawon”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2차년도 “Wiyaku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은 Nama 그룹의 CEO이자 지속가능

성 위원회의 의장인 Omar Khalfan Al Wahaibi와 Taawon 자원

봉사자협회 고문 Khamis Said Al Alawi가 체결했습니다. 

 Wiyakum 프로젝트는 Nama 그룹의 가치와 지속가능성 

정책을 반영하는 환경 보전, 건강과 안전, 경제 다양화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적합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행과 동시에 전국 대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

는 Nama 그룹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Nama 

낙오되는 국가가  없도록… 

회원 국가들은 낙오되는 국가가 없도록 약속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IAEG-SDG 회원국가들은 지표들

이 특정한 인구와 목표에 구체화되어 있는 다른 상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계 위원회는 

High-level Group을 통해 SDG 지표를 실행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전략적 안내를 제공하는 기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통계학의 미래는 UN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UN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연

결되어 있는 더 큰 조직과 단체들, 전문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Lenni Montiel은 말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연계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

계적 도구들과 정책들을 조정할 의지가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47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Nama 그룹과 Taawon 이 

진행하는  2 차년도 

“Wiyakum” 사업 By Khamis Al-

Alawi, 오만의 IAVE 회원  
 

http://unstats.un.org/unsd/statcom/�


재난과 위기관리 훈련 

과정 By Osama Mustafa Suliman, 아랍 

국가 IAVE 지역 대표 

직원들은 자원봉사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적합

한 활동을 선택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Nama 그룹의 직원들이 만든 자원봉사팀들 중 가장 훌륭

팀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Wiyakum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첫 번째 해에, 

Wiyakum 대회를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오만 전국의 95개 

팀 이상, 3800명이 넘는 참가자를 이끌어냈습니다. 540명

이 넘는 Nama 직원들이 자원봉사 훈련을 받았고 그들의 

봉사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록증을 받았습니다. 

 2016년 판 Wiyakum은 대회에서 4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

트는 오만 전국에서 22개의 자원봉사 행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Nama 그룹의 CEO이자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의장인 Omar Al Wahaibi는 “올해의 프로그램은 작년의 성취를 발판

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격려될 것이고 그들이 현실화한 효용과 성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한편, 2014년 9월에 지속가능성 정책의 시작 이래로, Nama 그룹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3가지 주요 분야에서 프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and Workmanship 국제 센터와 함께, HAC는 “재난 위기관리와 그 방법”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동부•남부 다르푸르와 센나르, 카르툼(수단의 수도), 캇살라(수단 동부)의 자원봉사자들은 긴급 상황 지원에 대

비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훈련 참가자들이 2016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국자원봉사자컨퍼런스 
By 오스트레일리아 회원 단체 Volunteering and Contact ACT 의 Mirimba Kovner,  

▪  2016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캔버라에서 열릴 제 16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비영리단체 관리자들, 자원봉사관리자들

과 정책담당자들이 모여 자원봉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과 혁신방법을 나누고 교류와 리더십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지난해 5월, 英 해리 왕자가 캔터버리 대학교를 방

문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크라이스트처치의 학생 봉사

팀(SVA) 미팅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군인의 날: Anzac Day 

사업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중들도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군무에 어떤 형태

로든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는 봉사개념이, 올해 RSA(Royal 

New Zealand Returned and Services’ Association)의 

100주년과 함께 Anzac Day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 

2011 년 2 월 22 일 있었던 캔터버리의 대지진을 

기회입니다. 

▪  2016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많은 기대를 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기조 연설자 발표, 새로운 내용과 

Volunteering in Action과 VCR 포럼과 같은 세션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변화했습니다. 

▪  우리는 2016 전국자원봉사자대회의 새로운 기조연설자

로 Tobi Johnson씨를 모시게되어 기쁩니다. Tobi는 비영리 

단체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와 훈련에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obi는 비영리단체들이 자원봉

사 참여 전략을 강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Tobi Johnson 

& Associates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 미래의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에 맞춘 전략 적응”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Tobi는 이 주제와 연관성이 높

은 워크숍 “자원봉사자들이 받아야 할 결과를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워크숍은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자원봉사 계획의 자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변

화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자원봉

사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적용에 바탕을 둔 “Campaign 

of influence”에 대한 소중한 직접 경험을 전달합니다. 

▪ Tobi는 또한 VCR(Volunteer Resource Centre) 포럼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Tobi는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 자금 기

관에 대한 보도, 포괄적인 진로 관리 등을 포함하는 VCR 직

원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세션에 집중할 것입니다.  

▪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인기 있었던 Volunteering in 

Action 부문을 재도입한 3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대

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주최자들이 대규모

의 자원방사 관리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들의 힘을 

이용하는 작동가능 모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10명의 주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전쟁 기념관 

• Communities@Work 

• 퀘스타콘 

• National Capital Authority 

•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도서관 

•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박물관 

• 오스트레일리아 민주주의 박물관 

• 캔버라 지역암센터 

• Woden 지역봉사회 

• 수목원 친구들 

참가자들은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가할 조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6nationalvolunteeringconference.com.au.를 

 

英 해리 왕자 담화, ‘전국 

학도군 자원봉사의 날’ 

촉진  

원본은  2016 년 2 월 21 일 학생봉사군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Sam Johnson 은  IAVE 청소년 대표 이사회 회원입니다.  

http://2016nationalvolunteeringconference.com.au/�


 

 

추모하는 다섯 번째 해를 맞아 새로운 국경일을 
발표하면서, 창립자 Sam Johnson 은 ‘뉴질랜드를 위한 
봉사’가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서 선행을 위해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Anzac Day 를 dawn 
service(국군과 전쟁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로 알고 
있겠지만, ‘뉴질랜드를 위한 봉사: Anzac Day’는 그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RSA 의 100 주년 기념일은 당연히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고려하도록 격려하기에 알맞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원봉사를 처음 한다면 더욱 
그렇죠. 결국, 이 날은 군인이라는 바로 그 단어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날입니다-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병역의 
근본정신입니다. ”  

“이 계획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바람은 
수천명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Anzac Day 를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에 보답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단, 1 시간만이라도 말이죠. 그것이 지역노인을 
돕는 일이든,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혹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선단체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든, 우리는 이웃들을 봉사를 통해 연결하고 싶습니다.” 

“해리왕자와 저는 또한 RSA 와 학생군사단을 
연계함으로써, 어떻게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해리 왕자의 
군사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 
열정을 보였고 우리 지역의 퇴역 군인들과 비상군 인력이 
갖고 있는 자원과 놀라운 기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웹사이트 – www.servefor.nz 는 그들의 의지를 
서약하기 위해 그리고 Anzac Day 에 어떻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 주최된 Johnson 은 캔터버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SVA 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VA 는 
1200 명이 넘는 단원들이 캔터버리 대학교에서 두번째로 큰 
모임이며 최근 여러 교외지역을 겨냥한 ‘Connect with the 
Community’라는 정기적인 지역 프로젝트와 학교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우리는 SVA 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가고 보호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지진과 학생 군사단 활동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나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지진 추모일을 기념할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촉진시킬 더 좋은 
방법은 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의 극복을 
이겨낸 아름다움입니다.”라고 Johnson 은 말했습니다. 

online at www.servefor.nz. 

제 8 회(8 기) 유럽봉사대학 

By Eugen Baldas, IAVE 부회장, 유럽 지부장 
20 년 전에,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에서 창립된 성공적인 위원회 이후, 유럽 봉사대학은 

Strasbour(Alsace)에서, 2016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행사의 공식적인 주제는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소셜 미디어’에서 파생된 다수간의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일과 자원봉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회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http://www.servefor.nz/�
http://www.servefor.nz/�


 

우리들 중 대부분은 20 세기 말 이래로 웹 2.0 에 의해 우리의 대인관계의 범위-우리의 일상적인 직장, 개인적인 생활 

또는 자원봉사 서비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들은 하루에 10 억 명을 

연결시켜주고, 유튜브는 1 분에 300 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신유행”이었던 

아이디어가 빠르게 구식아이디어가 되어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급증했고 그들이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잠재적인 자원봉사 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인 현실을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Cybervolunteering”, 전세계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즉, 자원 봉사의 세계화는 단순한 경제학이라기 보다 네트워킹의 완전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발생한 도전과제는 유럽봉사대학의 8 번째 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활동과 봉사활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을 흥미로운 정보의 교환으로 이끌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와 초대는 세 개의 다른 집단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은 나머지 두 집단 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고등교육기관과 대학교의 학생들과 학계는 국제회의 포럼에서 

그들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디지털 소셜 네트워킹의 6 가지 분야-법, 보안, 윤리, 경제학, 대중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를 다룬 연구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인사들은 회의기간 중 이틀 동안 디지털 시대의 다면적인 경험에 대해 지식을 얻고 교환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회는 5 개의 전문 분야-사회복지 업무(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자발적인 지원을 사회복지 업무와 통합하는 일(예를 들어, 난민 돕기, 긴급 재난구호), 도시와 교외 시민들 간의 

플랫폼, 온라인 자원봉사와 사이버 자원봉사-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더 넓은 공적 부문은 집중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과 다른 이익 단체들은 유례없이 점점 복잡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어떻게 인간 상호작용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현재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기적을 기대하거나 또는 “모든 것이 좋았던 이전의 날들”을 향수에 젖어 되돌아보지 않고, 유럽 

자원봉사대학에 8 번째 회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자원봉사에 미칠 영향과 사회복지 업무의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 회의의 

조직위원들은 프랑스, 독일, 다른 유럽국가들의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루고 고안하길 

원합니다. 회의는 영어,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3 월호 E-IAVE 뉴스레터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울대학교 

 사회자원봉사생 배성은(서울대학교) 학생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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