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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성료
한국대표단, 한국 자원봉사운동 성과 소개에 힘써
- 2020년 대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결정

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25th IAVE World Volunteer Conference)가 한국대표단

19명 등 100여 개 국가 자원봉사자와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아우구스부

르크에서 개최됐다.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아우구스부르크 Kongress am Park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와 관련

된 국가리더십, 지역리더십, SDGs, 청년고용, 기업, 영향력 측정, 종교, 혁신, 고령화, 정부정

책, 재난구호 등 총 12개 주제영역 포럼과 그와 관련된 32개의 소규모 세션으로 구성됐다.

카일리 베이츠(Kylee Bates) IAVE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Collaboration)이다”라며 “이를 통해 하나가 된 힘(Unifying

force)만이 우리가 직면한 전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기

조연설을 맡은 Dr. Dhananjayan Sriskandarajah(CIVICUS 사무총장)는 ‘Volunteeering in

a Changing World’를, Felix Finkbeiner(Plant-for-the-Planet 설립자)는 ‘Partenring for

Impact’를, Gerd Müller(독일경제협력부 장관)는 ‘Volunteering for Development’를, Dr.

Jemilah Mahmood(IFRC 사무총장)는 ‘Up, Up and Awayyyy!’를 제목으로 각각 강연했다.

대회 참석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현지로 출발한 한국대표단 19명은 대회 기간 중 역할

을 분담하여 각 포럼 및 세션, 행사 등에 참여해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 관계자와 네트워

킹하며 한국과 한국 자원봉사운동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윤정경 국제협력본부장은 한국대표로 국가대표자 회의(National

Representative Meeting) 참석과 더불어 <The Future of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포럼에 패널발표자로, <Enhancing volunteering through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세션에 발표자로 활약했다. 윤 본부장은 “포럼에서는 한국 자원

봉사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비전에 대해, 세션에서는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를 내

용으로 한국 자원봉사운동의 민-관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며 “한국의 자원

봉사 시스템과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참가자들로부터 한국의

사례를 자국 내 자원봉사운동 발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고 말했다.



<The Importance of “Recor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Volunteer Work> 세션의

발표자였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정영롱 과장은 “기록물이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하

기 위한 가장 기본 정보이자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자원봉사 아카이브에서

진행한 4가지 실험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며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영향력 측정에 있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개최되는 제26회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는 2017년 9개국의 개최지 신청

및 IAVE 본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박윤애 IAVE 아·태지역 대표 등 IAVE 지역대표들이

포함된 IAVE 이사회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로 결정됐다.

※ 문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070-7017-6754(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