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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 행 사 명 :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6 전국자원봉사자대회

․ 일    시 : 2016. 12. 5(월) 오후 14:0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주    제 :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

․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행정자치부

․ 협    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 후    원 : 한국자원봉사의 해 추진위원회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장석준)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김도현), 행정자치

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12월 5일(월) 

오후 2시부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 2016 대한민국 자

원봉사대상 시상식 및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념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장석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김도현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장 등 정부 및 전국 자원봉사 단체장과 자원봉사 유공자, 자원봉사자 등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2016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수상자 271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국민훈장 3, 국민포장 3,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 44,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1개 

□ 제11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으로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 장석준 상임대표는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갈등과 반목, 불안과 모순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자원봉사가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히며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경주 지진피해까지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서 사회를 지켜내는 든

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 특별히 올해는 전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진·태풍피해를 극복해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한 해 동안 자원봉

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주 신라금 문화공연과 꿈씨앙상블

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전시와 “5분의 울림! 5천만의 감동” 자원봉사 활동영상 관람



부스 및 단체, 기업, 센터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홍보부스가 준비되어 있다.

□ 자원봉사계는 2016~2018년을 ‘한국자원봉사의 해’로 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라는 대주

제 아래 자원봉사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였다. 이에 평화방송 라디오 “참소중한 당신” 공개방송을 통해 

한국자원봉사의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7년 계획을 공유함으로서 자원봉사계의 전국적 연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전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총

괄대표기구이자 자원봉사 관련 정부파트너로서 자원봉사운동 확산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캠페인 등 자원

봉사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한국대표로서 자원봉사 국제교류와 자원봉

사 국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