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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협,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한국대표단 출국
- 10월 17일부터 3박4일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개최

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단이 10월 16일(화) 개최지인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로 출발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가 주최하는 <제25차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전 세계 자원봉사 지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7일(수)부

터 20일(토) 3박4일 일정으로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미래를 위한 우

리의 책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차례의 기조강연과 더불어 12개 주제영역 32개

세션이 운영된다. 대니 스리스칸다라야(Danny Sriskandarajah) 국제시민사회연맹(CIVICUS)

사무총장, 게르드 뮐러(Gerd Muller) 독일 경제개발협력부 장관, 제밀라 마흐무드(Jemilah

Mahmood) 국제적십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한국을 대표해서 윤정경 본부장(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 국가별 대표자 회의(National

Representative Meeting)에 참석해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사회와 정

부 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강화’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해 ‘Enhancing Volunteering

through Transformative Partnership’을 제목으로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에서 한

국 자원봉사운동이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영롱 과장(한국중앙자

원봉사센터)은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의 예’ 세션에서

‘The Importance of “Recor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Volunteer Work’을 제목으로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패널로서 발제 한다. 이번 대회에서 전

개된 12개 주제영역과 한국대표단 명단은 아래와 같다.

□ 2018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주제영역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The global challeng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Youth and Volunteering

Corporate Volunteering

Measuring the Impact of Volunteering *

Faith-based Volunteering

Innovation in Volunteering

Implications of Aging Populations

Volunteering, Inclusion and Integration

Volunteering and Policy Making *

Volunteer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표는 한국대표단 패널 발표



□ 25차 IAVE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한국대표단(가나다 순)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김경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민정 포천시자원봉사센터

박신영 (사)비비비코리아

상춘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심현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안혜영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유대종 국립공원관리공단

윤은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본부장

이호승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장수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장영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정영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조숙자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최은희 한국자원봉사문화

한은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태석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황원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문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070-7017-6754(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