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홍보 및 참여 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봉사이음’은 자원봉사현장의 활동가들을 연결시키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3. 이번 포럼은 2017년 진행한 ‘좋은시민되기포럼‘의 연장선으로 자원봉사활동가

스스로 시민성을 갖지 못하면 자원봉사의 가치를 생성해 내지 못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마련한 공론의 장입니다.

4. 이에 귀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실무자, 자원봉사자, 지역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

며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나. 일 시 : 2018. 05. 11. / 2018. 06. 01. 금요일(시간 14:00~17:30)

다.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1호선 시청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라. 내 용 : 1회기 – 세상의 중심에서 변화를 외치다

2회기 – 나의 중심에 질문을 던지다

마. 참가비 : 총 2회 5만원 (1회는 3만원, 하나 272-910024-85104 예금주: 자원봉사이음)

* 붙 임 : 1.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참가안내

2.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참가신청서 양식 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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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참가안내



2. 자원봉사활동가포럼 “내면의 힘” 참가신청서 양식 외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1호선 시청역(5번 출구)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1번 출구) 사이 삼성화재빌딩 옆 부림빌딩 2층입니다.

◇ 자원봉사이음 단체 소개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2004년 3월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Korea Asssociation for 
Volunteer Management ; KAVM)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관리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2016년 9월, 자원봉사이음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잇고 마을공동체 활동, 시민참여운동,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여러 현장
이 이어지도록 하여 시민의 자원봉사와 사회적 실천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 --------------------------------------
자원봉사활동가 포럼“내면의 힘”참가 신청서

온라인 신청 (https://bit.ly/2FdmyWt)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volunteereum@gmail.com)로 회신해 주세요.  

 참가비 : 총 2회 5만원 (1회는 3만원, 하나 272-910024-85104 예금주: 자원봉사이음)

이    름 핸드폰

소속 및 
직책(역할)

이메일

참가 가능
날짜

 가급적 2회기 일정 전체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개별 등록 가능합니다. 

 □ 1회기 (2018. 05. 11.) – 자원봉사의 눈으로 공공성을 바라보다.

 □ 2회기 (2018. 06. 01.) – 자발성을 불러오는 법칙을 찾아라.

사전준비
사항

자원봉사활동가로서 내가 나누고픈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말씀
(생략가능)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

본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와 당일 촬영한 행사 사진을 비영
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상기 개인 
정보와 초상권을 자원봉사이음이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 동의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신청자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