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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선임팀원>

2014년 재23차 IAVE 호주 세계대회 결과보고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강 선 곤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세계자원봉사협

의회(IAVE)의 명칭에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자원

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아직도 IAVE가 무엇인지 모르는 직원

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게 되면서 <IAVE>

라는 단체의 명칭을 친근하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처음 이 단어를 어떻게 발

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

니다. 특별히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IAVE가 설립된 해가 내가 태어난 1970년

이라는 공통점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차 IAVE 호주 세계대회에 참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얻고자 하는 

바와 주어진 미션이 있었다.

첫째, 세계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입장으로서 세계대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마

음껏 누리면서 함께 가는 한국 참가자들 및 세계대회 참가자들과 네트워크

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IAVE 세계대회 및 호주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오는 것이

었습니다.

셋째, 센터에서 주어진 미션으로 유럽자원봉사센터(CEV)의 Board Member인

Alzbeta Mrackova를 만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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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가프로그램 요약

* 본인이 참석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회 전반에서 배운 점에 대해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호주 자원봉사 관련 기관방문

호주 자원봉사 관련 기관방문은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커먼웰쓰은

행(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의 회의실에 여러 관련 기관들이 모여

서 기관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참석한 기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NSW office of 

communities), 커먼웰쓰은행(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 뉴사우스웨

일즈 자원봉사센터(The Center for Volunteering), 호주 적십자(Red Cross 

Australia) 및 시드니 한인여성회(Sydney Women Association)였습니다.

특별히,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NSW office of communities)

이 지향하고 있는 자원봉사 전략의 주요내용(좀 더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넓히고, 고용을 위한 통로 역할

을 하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향상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성과를 축하한다.)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전

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호주 국민의 36% 이상이 정기적

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1년 17.6%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국내 현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2) 총회(Opening Plenary Session, 2014.9.18)

Opening Plenary Session에서는 여러 강사들이 Speaker로 나오는데 특별히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서 IAVE 회장을 내려놓는 이강현 회장과 전 호주 대법

관이면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강현 회장은 6년 동안 세계 회장을 지내면서 함께 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의 인사를 시작으로 IAVE가 성장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2015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자원봉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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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명서 작성과 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가 전 세계 중요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가치로 작동함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 단체

와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어려운 시기에 낮은 자를 향하는 자원봉사자

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공산주의자

와 재혼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호주에서 공산주의를 금지하기 위한 안건이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그 안건이 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원봉

사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호주의 원주민들에 대

한 차별을 거부한 몇몇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수의 힘든 시기를 겪

고 있는 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자, 

원주민, 여성, 이주민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낮은 자들을 향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퇴임의 순간에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 주시는 이강현 회장과 적절한 사례를 통해‘낮은 자를 향한 자원봉사자

의 의무’를 강조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의 강연은 강렬한 메시지로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3) Plenary Session (Volunteering : the role of government, 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 2014.9.19)

19일 오전 Plenary Session에서는 유엔볼런티어(United Nations Volunteers)의

리차드 딕터스(Richard Dictus)가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자원봉사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와 2015년 이후 지

속가능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자원봉사가 어떠

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MDGs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관심과 투자, 정부정책의 일관

성과 목표가 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의사로서 

또 학생으로서 시민적 참여를 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하였습

니다. 또한 투표 이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 MDGs가 끝나고 SDGs가 시작될 것이며, 이때도 시민의 참여와 자원

봉사에 SDGs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면서, 유엔볼런티어와 IAVE, 전 

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가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

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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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었고,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원봉사를 바라보았다면 

리차드 딕터스(Richard Dictus)의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들과 실행 계획들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

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어떤 세부목표와 맞닿아 있는가를 살펴보

아야겠다는 생각이 넓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4) Forums (The Role of Govenment in Supporting Volunteering, 2014.9.19)

19일 오전 Forums에서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시 차관, 남호주 자원봉사센

터장 및 영국 노던아일랜드의 볼런티어나우 대표가 토론자로 나와 ‘자원봉

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캔버라시의 Mary Morter 차관은 캔버라시 정부의 자원봉사 활동이 적십자, 

병원 등에서 시작하였으며 1년에 3일간 자원봉사 휴가제(community leave)를 

실시하고 있어 누구든지 원하면 3일간 직장에서 근무 중 허가를 받을 수 있

다고 하였습니다.

남호주  자원봉사센터장인 Everlyn P’Loughlin은 정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집권 정당이 바뀔 때 마다 자원봉사 예산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정부, 기업 및 NGO 등이 모

두 참여하여 자원봉사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이

야기 하였습니다.

영국 노든아일랜드에서 온 Wendy Osborne 볼런티어나우 대표는 노든아일랜

드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new National 

Volunteer Center가 들어서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생산적 긴장(constructive tension)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 선택프로그램

1) 18-1-5 자원봉사의 흐름 – 과거와 현재

① 컴퓨터과학 공동체의 자원봉사 운영(호주) - 마리베스 아퀴노(비엔나 공

대)

이 세션에서 기대하였던 것은 컴퓨터과학을 이용한 자원봉사 새로운 경향을 

모색하는 것들이었는데 세션의 내용은 컴퓨터과학 공동체가 네트워킹, 명예,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전문 경력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례

를 소개하는 세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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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 국제컨퍼런스인 SIGGRAPH에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사례, 세계 최고의 게임산업 전문가 행사인 Game 

Developers Conference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사례 등을 들었고, 자원봉

사자의 참여동기를 설문조사 한 결과 네트워크의 확장, 경험의 축적이 주요

했고 그 밖에 친구 사귀기, 기술개발, 산업 발전에 기여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소 다른 방향의 내용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영

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 게임산업 전문가 행사가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되

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자원봉사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고

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②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를 실전으로 반영하기(미국) - 사만사 헤네

시(구글)

이 세션은 발표자의 소속이 구글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가지고 듣게 된 

세션이었습니다. 구글은 늘‘실험실’이라는 기능을 통해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세션을 통해서 알게 된 구글러스기브(GooglersGive)도 그러한 

실험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 보았답니다.

구글러스기브(GooglersGive)의 목적은 구글러를 활용하여 기술, 재능, 정보와  

자원을 나눔으로서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데 있고 프로보노 활동, 데이터를 

근거로 올바른 결정,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 활동 가능한 세상을 향해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정보 자원을 마련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러스기브(GooglersGive)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나누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여하여 조사한 것이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역시, 구글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하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연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봉사와 IT기술의 접합은 미래 자원봉사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19-2-4 자원봉사와 마케팅

① 혁신적 온라인 마케팅 구축하기(호주) - 에마 트랍스키(골드코스트 자원

봉사센터)

이 세션의 발표자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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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케팅 용어에서 쓰이는 3P(Product -> Placement -> People)이론에 적용

하여 흥미롭게 발표를 하였으며 많은 시간을 SNS 활용방법에 대하여 할애하

였습니다.

- 트위터 : 14번 이상의 트윗으로 대중들에게 노출시킴

- 유투브 : 한달에 1 ~ 2개의 동영상 업로드(30초 ~ 60초 사이)

- 링크드 인 : 한 주에  2 ~ 3회 정도의 글 업로드

- 핀터 레스트 : 일주일에 1회 정도 업로드

- 구글 플러스 : 해시테그를 이용한 강력한 SNS 도구, 구글 서치엔진과 연동

- 인스타그램 :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해시태크 서비스

이와 같은 SNS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와 대중과의 소통을 이

어 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센터 홍보와 프로그램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SNS를 사용할 것이다. 다

만 그 활성정도는 다를 것인데 사용하는 SNS에 따라 전략적인 사용방법을 

적용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① 컨퍼런스 기간 동안 들어가 촬영한 여러 세션들에 대한 동영상 및 PPT 

자료는 시간을 두고 기관차원에서 번역하여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② 세션 참가 등을 통해서 구축하게 된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와 함께 간 

대한민국 참가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교류의 바탕이 되

고자 합니다.

③ 호주의 재난재해 자원봉사와 IT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추가적

인 조사를 통해 현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2. 평가 및 제언

영어가 짧아 모든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자원봉사협의

회에서 제공해 주신 사전자료와 스텝들을 통해서 2014 IAVE 세계대회의 분

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짜임새 있고 알차게 보내고 온 컨

퍼런스였고 4년 후 저도 세계대회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

게 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앞으로도 IAVE의 한국대표 기관으로서 컨퍼런스 참여를 주도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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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제23차 세계자원봉사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구자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Volunteering – Today’s Imperative”를 주제로 호주 골드코스트의 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월드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

면서 보고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적어 볼까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강현 IAVE회장 

  먼저 이번 23차 월드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느낀 이강현회장님에 대한 개

인적 소회입니다. 이강현회장님은 2008년 4월 아시아인 최초로 IAVE회장에 

당선되어 6년 동안 세계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오시다가 이번 호주 월드컨

퍼런스를 끝으로 회장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 분은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IAVE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의 진흥과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

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활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역

할을 마다하시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원봉사계의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었고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과 성찰을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의 세계적 지도자인 이강현회장님에 대해 한국자원봉사계가 

얼마나 성심성의로 지원하고 모셨는가라는 반문에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인이 세계자원봉사회장으로 선출될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강현 IAVE회장님은 호주에서 

개최된 자원봉사 월드컨퍼런스를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번 자원봉사 월드컨퍼런스는 공식성보다는 촉촉한 감성과 뭉클함

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애보리진(Aborigine), 다양성,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성

  1788년 영국의 아서필립(Arther Phillip)은 죄수를 가득 태운 배를 호주에 

상륙시켰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호주의 원주민인 애보리진들은 어떠한 저항

이나 협정도 하지 못한 채 백인들에게 학살당하거나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

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로부터 220년이 지난 2008년 호주의회는 Kevin 

Rudd 호주총리의 제출한 사과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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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014년 호주에서 개최된 자원봉사 월

드컨퍼런스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호주 백인들의 애버리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개막 퍼포먼스에서 애보리진을 등장시켰고, 기조강연에서 전 호주의 

대법관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 애버리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애버리진에 대해 호주 백인들이 얼마나 진정어린 자

기반성이  수반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클 

커비의 기조강연은 원주민에 대한 학살과 탄압에 대한 가해자의 반성, 수많

은 사회적 소수자(동성애자,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주고, 그들의 

인권과 사회적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역설했다는 점에

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조강연자는 UNV 사무총장 리차드 딕터스

(Richard Dictus)였습니다.

 그는 2,000년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MDGs 이후의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원봉사의 중요성

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은 자원봉사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잘 제시해주었으며, 전 세계의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어떤 가치와 원칙, 방법에 입각해서 자원봉사를 진흥시

켜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Plenary·Session·Forum & Task 

 이번 월드포럼은 150여개의 세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방법, 

가치, 국가정책, 재난관리, 기업봉사, 학생봉사, 국제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주제들입니다. 비록 세션의 제목을 통해서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세계

자원봉사의 흐름과 관심분야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몇 개의 세션

은 직접 참여하여 경청하였으나 언어능력으로 내용을 온존하게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귀국 후 발표한 내용들을 재학습하고자 발표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귀국했지만 안타깝게도 재학습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

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컨설팅,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의 키

워드를 통해서 새로운 활동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사실 이번 월드컨퍼런스의 참가에 소요된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따

라서 투입한 만큼 좋은 산출을 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면

서 월드컨퍼런스의 세션의 내용파악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한국중앙자원봉사

센터에서 추진해온 국제교류의 사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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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월드컨퍼런스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자원봉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IAVE중국대표에게 전할 중국어 서신을 미리 작성하여 전

달하였고, 북경대에 다니는 한국유학생을 통해서 앞으로 진전시켜야 할 미션

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EU볼런티어센터에서 온 실무자를 만나 지속적인 교류, 자료공

유를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동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번역한 유럽자원봉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유럽자원봉사센터와 원활한 교류와 자료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확보

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최국인 호주의 자원봉사현황을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

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호주자원봉사의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성과였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컨퍼

런스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던 호주의 청년재단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10월 30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기로 한 것 역시 성과 

라 할 수 있습니다.

  3박4일의 월드컨퍼런스는 유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진행되었지만, 짧은 

일정으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드컨퍼런스에 

다녀온 이후에 후속사업을 어떻게 잘 기획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참가 이후의 과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젊은 후배들, 한국자원봉사의 미래

  이번 월드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국제교

류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국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동방향, 추진체계와 과정 등이 점검되고 보완될 필요를 느꼈습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발견은 자원봉사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었

습니다. 월드컨퍼런스에서 2~30대의 젊은 후배들의 패기와 도전정신을 보았

으며,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한 것입니다. 멋

진 후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자원봉사의 큰 자산이며 희망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후배들의 모습에서 한국자원봉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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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자원봉사문화 간사>

Ⅰ. 대회 참가 목적

1. 목적

해외 자원봉사 트렌드 파악 및 국내·외 자원봉사 관리자들과의 교류로 자

기 성찰과 창의성을 자극해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업무) 적용을 고민하고 직

원들과 공유한다. 

2. 목표

1) IAVE 세계 자원봉사 컨퍼런스의 운영체계 및 분위기 파악

2) 국가별 자원봉사의 가치(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존중 실태

3) 해외 자원봉사 이슈 5개 파악

4)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소개 및 해외 자원봉사 관리자와의 네트워크 형

성_15명

5)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정책홍보팀에 적용 가능한 정보 습득

6)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의 자원봉사 다짐 캠페인 참여자 국제적 확대_10

명

7) 삼성 후원 장학생 미팅 및 인터뷰 6건 진행

8) 이강현 회장님의 퇴임식 참석하여 직원들의 선물과 메시지 전달 

Ⅱ. 참가 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기관방문

 -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에 대한 질문에 자원봉사가 개인의 건강과 

안녕, 신뢰, 사회적 연계, 수명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가 있으며, 그것이 이미 보상되는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다. NSW자

원봉사센터(호주자원봉사협의회) 국장 개인의 의견인지 호주의 보편적

인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데 후자인 듯하다. 뒤이은 소득적

인 보상이 없다는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

마다 실시되는 자원봉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난 15년간 20%대에 

정체되어 있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자. 활동비 지급, 주차쿠폰, 음식

점 이용 쿠폰 등 지나치게 관대하고 물질적인 인정·보상 제도에도 참



- 11 -

여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라도 무보수성의 가치를 절

하하는 퍼주기 식의 인정·보상 제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 ‘호주의 자원봉사자는 성인의 80% 이상이 부모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받고, 자원봉사자의 2/3 이상이 어릴 때부터 활동했다’는 발표를 통

해 이러한 문화가 자원봉사를 생활화하며 오늘날의 의무로 인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에서 

‘호주 인구의 36%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발표와 호주적십자사의 ‘1회성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계속 자원봉사

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그것을 뒷받침

해 준다. 우리나라도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시 가족 참여형 봉사활동

을 장려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는 자

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호주의 NSW자원봉사센터는 정부로부터 80%의 정부 기금을 받아 운영

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연말에 운영 보

고서만 제출한다. 행정서류와 절차가 간소한지, NSW자원봉사센터 외

에 민간단체 지원 시 인건비도 지급되는지 등 자세히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 

 - 전반적으로 호주는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본 받을만하다. ‘자

원봉사자를 유급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발표와 ‘자

원봉사자, 직원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발표에서 자원봉사자

를 존중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자원봉사 비물질적인 인정·보상과 연관되는 듯하다.

 - 호주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제도적 강제성을 띈 성격은 아니고 대

학에서 입학조건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 NSW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자원봉사 옹호 프로

젝트, 지원봉사 원칙 선언문 수정 및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은 우리에

게 꼭 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 원칙 선언문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컨퍼런스_18일(목)

 - 오프닝에서 인간의 친절성이 중요하며,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 최적

의 시간은 없다”는 말이 와 닿았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활동하는 것

도 좋지만, 평소에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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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 이강현회장님의 퇴임사는 한국에서의 활동부터 6년 동안의 IAVE 회장 

엮임을 통한 노력과 기여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였다. (사)한국자원봉

사문화(볼런티어21)을 창립하고 그 밖에도 한국에 자원봉사 정신을 널

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점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또한 2015

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숙제를 남겨 더욱 의미 있었다. 또한 “도우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야하고, 모든 달란트와 에너지를 써야한다”는 메시지는 가슴 깊

이 새기게 되었다. 

 -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수와 낮은 자를 향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북한인권, 애보리진(호주 원주민), 여성, 이주민, 

동성애자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차별을 줄

이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상상력을 펼쳐라.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인간으로서 인간애

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 없는 곳에서도 그것이 진실적

인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이를 

적용해 핸즈온의 이슈와 공감이 매우 중요하며, 불편한 이슈도 공론화

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깨달았다. 뒤이은 발표 내용도 연결되었

다. 장애인 자원봉사자 채용에 관한 발표인데 장애인의 ‘현실가능

성’_장애인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장애

인 자원봉사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자원봉사 

참여 개방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원봉사자는 동등하며, 자원봉사자가 평등과 평화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컨퍼런스_19일(금)

  - UNV(유엔볼런티어)의 연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자원봉사자들

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와 2015년 이후 MDGs가 끝난 뒤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의 달성도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내용이다. 즉 투표 이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은 자원봉사라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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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민참여가 곧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모든 분야는 참

여해야 변화가 이뤄지며,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강현회장님의 연설에 빗대 자원봉사계와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

요하다.

 - 자원봉사 진흥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포럼에서 비영리단체로서 적극적인 

시민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났다. 정부의 자문역할, 후원자의 일정한 

후원, 6년간의 전략이 짜여진 단체다. “자원봉사 소유권은 정부가 갖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단체가 목소리를 내야한다.”, “모

든 것은 풀뿌리 차원에서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의 지

원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가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

이 될까? 커뮤니티 정신이 자원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따끔한 충

고를 했다. 다른 단체는 정부, NGO, 기업의 협력을 소셜컴펙트라 호칭

하며 정부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야하며 NGO와 기업은 자원봉사 활동

에 대한 측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원봉사는 시간과 경제

적 가치 등 숫자로서가 아니라 사회 각 부분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 

4) 컨퍼런스_20일(토)

 - 난민, 위험 지역에서 비용을 받고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문제

가 있다고 한다. 반면 어떤 양소국의 적십자는 중앙의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지역 스스로 기금 모금을 하겠다는 큰 결심을 내렸다고 한

다. 1일 1달라 조금 넘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지역이다. “지역 활

동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의 성

공적인 자립은 담당자와 커뮤니티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호주에서의 자원봉사 실태조사 결과 63%가 기관을 통해 활동하고 있

고, 17%는 비공식 자원봉사(가족 외의 돈을 받지 않는 일을 모두 비공

식 자원봉사로 체크), 20%는 자원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

령별로는 64~75세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으로 활동

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 중 50%나 나타났다. 그러나 비공식 자원봉

사를 묻는 문항과 본인 부담의 기준에 대한 추가 자료가 없어 아쉬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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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프로그램

1) 기업자원봉사의 사회혁신/탁지선/삼성/한국

삼성은 과거에 기업이 주도하여 봉사프로젝트를 기획해 임직원의 참여

를 강조했으나, 현재는 임직원이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기획 및 실

행을 하며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변화가 있고 한다. 앞으로의 기업 자

원봉사는 임직원 가족 봉사활동으로 자녀 혹은 부모의 참여를 이끌고, 

은퇴 후 NGO단체 재능나눔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 

변화를 위한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도 필요하며 그것을 제안하고 통

솔하는 것은 NGO단체의 몫이라 생각한다.  

 

2) Good Deeds Day/Kaynan Rabino

1년 내내 선행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바로 Good Deeds Day 캠페인이

다. 좋은 행동이란 양보, 위로, 교육, 절약 등 사소한 것들이다. 이 캠페

인의 성공 요인은 SNS 활용에 있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이야기를 미디어와 연계해 홍보해 확대할 수 있었다. 어떤 영웅(리

더)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누구나, 언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는‘소시

민들의 선행’이 자원봉사라는 메시지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

식을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이야말로 자원봉사 생활화를 

앞당길 것이다. 

3) 세상을 바꾸고 싶나요? 그럼 ‘놀아요!’/Daniel Burriticai/콜럼비아

“Hero”는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돕

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형식의 온라인 자원봉사 시스템에 자원봉사 활

동 계획을 올린 뒤 활동사진, 영상 등을 올리면 코인을 획득하는데, 이

것을 모으면 오프라인에서 문화공연(콘서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

으로 바꿀 수 있다. Hero는 청소년들에게 꿈, 재능을 먼저 묻고 청소년

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여름, 겨울 방학에 맞춰 

자원봉사 센터와 사회복지관, 지자체 등에서 자원봉사 학교와 같은 프

로그램들이 속성학원처럼 운영되고, 30~40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하

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현실과 너무나 대조된다. 해결책

은 의외로 간단하다. 관심분야 중 공익적인 성격의 활동을 스스로 찾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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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소한 미션을 계획하거나, 시행착오를 겪거나, 완수하지 못하더라

도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4) 21세기의 자원봉사 혁신/Donna Rtgate, Simon Watts/NSW 정부/호주

자원봉사를 한 시간에 대해 ‘크레딧(신용)이 발생하는 자원봉사 “타

임배킹”에 대한 발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뜨개질을 배우고 싶

다면 타임뱅킹에서 뜨개질을 가르쳐줄 다른 자원봉사자를 요청해 배운 

후 그 시간을 자신의 자원봉사 시간에서 제외한다. 만약 자원봉사 시간

이 없다면 마이너스로 처리된다. 자원봉사 시간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

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지만, 타임뱅킹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간의 

네트워크와 재능 공유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 만든 제도지만 센터

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각 센터의 자율성에 맡긴다. 의무가 아니

다.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정책

 - 우리는 단체, 커뮤니티 안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이야기한 경험이 있

는지 성찰해야 한다. 향후 10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10년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자원봉사 정책 반영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트렌드 설정과 함께 한국 자원봉사

계 목표치(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최소한 5년간

의 전략을 짜야 한다.

 - 정부, 기업, NGO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정

부와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자원봉사 시상 기준을 기존의 활동 시간에서 현신적 아이디어, 창조성, 

주체성, 주도성, 사회적 영량력과 변화로 바꿈으로서 시민들의 자원봉

사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캠페인

 - 자원봉사계 공동의 목표와 이슈가 설정되면 자원봉사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연대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행을 유도하는 “Good Deeds Day"나 시간 적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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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센터의 독립성과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이슈화

하고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봉사 생활화

_“자원봉사로 생활 속 작은 실천하기”와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돕는 “앙코르유”, 바쁜 현대인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 

“핸즈온”, 자원봉사 가치 존중 등의 캠페인을 SNS, 유투브 등을 통

해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존중하

는 시민의식을 키우고 자원봉사 가치가 살아있는 활동을 위해 자원봉

사 원칙 선언문, 자원봉사자 권리 등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적극

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홍보

 - 단체 브로셔를 부서 혹은 사업 소개, 프로그램 안내용으로 제작하기보

다 자원봉사 정신과 자원봉사자의 존경이 드러난 브로셔, 자원봉사로 

지역에 어떤 영향과 이익이 있는지를 알리는 브로셔도 함께 제작해야 

한다. 

 4) 연구

 -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자원봉사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참여율, 동기, 만족도, 비공식적자원봉사, 기

부 등의 비율을 픽토그램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엽서, 리플렛으로 제

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와야 한다. 

 - 2013년 사회적영향력측정에 대한 후속 연구로 민간단체 보급용 연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자원봉사자, 수혜자, 지역주

민, 실무자 등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다각도로 측정해 질적평가를 도

와야 한다.  

 - SDGs에서 자원봉사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  

2. 평가 및 제언

1) 컨퍼런스 운영 전반

 - 자원봉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인 이유는 SDGs(지속가능개발계

획)의 기후변화, 불평등, 사회단절, 인권과 안전보장 등에 시민들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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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아닐까. 컨퍼런스 전체 plenary, 세션, 세미나

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참가 내내 상기 할 수 있게 했다. 

 - plenary 진행 시 내빈, 이사들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주최측

에서 놓친 부분인지 의도한 부분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관련 

행사에서 맨 앞 정중앙 자리 대부분을 내빈석으로 표시 하고 따로 마련하

는데, 호주컨퍼런스의 진행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더 존중하고 위해하는

지를 보여줬다.

 - IAVE 청년임원들의 발표 인상적이었다. 청년대회 결과를 발표하는 짧

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미래와 자원봉사의 미래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 이강현회장님의 IAVE 회장 퇴임식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한

국의 자원봉사 역사이자 큰 스승인 회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회장님은 전세계 자원봉사 리더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현장 가까이에서 실천적인 생활을 하셨다. 회장님께 존경을 표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 컨퍼런스에서 아쉬웠던 점은 너무 많은 세션으로 세션별 발표시간이 

너무 짧았고, 선택의 혼란을 야기했다. 비슷한 주제의 세션을 통일해 주제

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소가 필요하다. 또한 당일 갑자기 펑크난 세션이 

본인이 경험 한 것만 3~4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아쉬웠

다. 

2) 기관방문 및 문화체험

 - 호주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노력으로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 커먼웰쓰은행, NSW자원봉사센터, 호주적

십자사에 대한 기관방문을 할 수 있었다. 공통프로그램에 그 내용과 소감

을 작성한 것을 보더라도 많은 정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통역도 매

우 전달력이 좋았고, 호주의 정부, 센터, 기업의 현황을 한 자리에서 경험

할 수 있어 호주의 자원봉사 문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문화체험 가이드로부터 호주의 자원봉사 시스템과 시민성을 알 수 있

었는데, 그 중 어린이 자원봉사와 재난재해 자원봉사 시스템이 가장 놀라

웠다. 호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금을 통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하도록 기회와 시간을 넉

넉히 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미션을 완수한 아이들의 뿌듯함과 본인의 노력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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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부심이 성인까지 기부와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

다. 재난재해 자원봉사 시스템의 밑바탕에는 화재진압 자원봉사자의 체계

적인 훈련과 한 달간의 화재진압 자원봉사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오래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총괄

한다는 것이 그 문화를 가장 잘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2년 단위로 스킬 

업 훈련이 진행되고 언론사에서도 화재 관련 훈련 받은 뒤 자격을 갖춘 

사람만 취재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3) 총평

- 생에 처음으로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에 참가하며 기대와 설렘이 컸던 

만큼 다양한 자료와 스토리를 얻으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원봉사를 

고민하는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성과 동질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가

장 큰 차이로 (적어도 호주에서는) 자원봉사의 가치는 이미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부, 기업, NGO, 시민의 균형과 파트너십이 비교됐다. 

-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 (사)한국자원봉사문

화에 필요한 주제까지 신경 쓰여 세션별 무리한 이동을 하느라 중요한 몇

몇 중요한 세션들을 놓친 것이 아쉽다.

- 마지막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스텝들에게 감사한다. 스텝들은 컨퍼런

스에 참가하기 전과 참가하는 동안, 다녀온 뒤에도 한결같이 참가자들의 

안전과 배움, 교류에 집중했으며 열정이 가득했다. 김현옥 총장님, 윤정경 

실장님, 오영수 대표님, 이유빈 선생님, 김희준 선생님, 이동훈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배움을 공유하기 위해 진심

을 다해준 22명의 참가자분들과 박윤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도 감사

드리고 싶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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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Ⅰ. 대회 참가 목적

봉사는 삶에서 죽음까지 아름다운 동행이라 여기며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단지 열 덩어리에 불과하듯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바  이번 대회 주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자원봉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 자원봉사의 현황,

지역 사회 구성원의 유기적인 사회참여 및 기업의 파트너십, 자원봉사 관련 

법제 등 다각적인 시각의 세션을 공유하기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기관 방문 요약 

1)소속: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

발표자: 헬렌 로저스

- 호주에서는 640 만 명 이상(36%)의 국민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연간 7,500만 시간 이상 참여

- NSW 주에서만 200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 NSW주는 2년 전 자원봉사전략을 개발,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함

<NSW주의 자원봉사 전략 주요내용>

· 좀 더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넓히고,

· 고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며,

·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향상하고,

· 자원봉사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성과를 축하한다.

2)소속: 커먼웰쓰은행

발표자: 네이든 바커

- 전 세계 5만 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개인과 기업 뱅킹이 주요 업무

- 지난 해 25,000여 시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 주요 활동내용

· 팀 봉사활동: 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봉사활동참여: 쿠킹, 가드닝 등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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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멘토링: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스쿨을 개설

하여, 기술함양 및 고용지원→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직원들이 더 많은 것

을 얻고 있다고 믿음

· 프로보노 서비스: 임직원 개인이 가진 비즈니스 능력을 비영리 조직에 나

누어주는 활동으로, 프로보노 서비스를 할 때에 은행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기도 함.

3)소속: NSW 자원봉사센터

발표자: 젬마 라이게이트 소장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은 역할 수행

- 전략수립 및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

- 센터의 비전

· 개인과 조직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제언과 의사소통) 정부기관과 함께 자원봉사 가치 및 인정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과 역량개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 학점인정

이 되지 않는 과정,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등

· (협력과 멤버십): 주요기관 및 다양한 단체와 긴밀히 협력관계 구축

· (Good Governance)

<NSW자원봉사센터 주요 활동>

· 자원봉사를 촉진

·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훈련, 인정

· 영리/비영리 조직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개인 및 비영리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향상

· 자원봉사에 대한 제언/옹호 활동

4)소속: 호주 적십자

발표자: 마이클 존슨

- 호주 적십자 1914년부터 창립을 기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진행

- 호주 전역 4만 명, NSW 지역 1만 명이 적십자에 가입

<호주 적십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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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재해 긴급구조

· 청소년 지원활동

·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이민자·원주민 지원

·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지원

· 헌혈 등

-인도주의, 독립성, 중립성, 단일성, 보편성, 자발성 등 원칙에 의한 활동

- 4년 전 그 간의 활동을 되짚어 보며, 자원봉사프로젝트 매뉴얼을 제작

- 기존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유연한 형태의 활동으로 변화

- 기업 자원봉사, 재능연계 봉사 등; 자원봉사 관리 방법의 다각화 필요

- 적십자의 지원봉사 관리 원칙은 임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동일 적용

- 일회성 자원봉사가 아닌 지속적 자원봉사로의 유도를 목표로 함

- Plus Effect Campaign: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자원봉사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인식 개선 캠페인

- 자원봉사활동을 비영리 섹터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각화 시켜야함을 주장

5)소속: 시드니 한인여성회

발표자: 아그네스 심 대표

- 한국 여성 및 호주 내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립 및 활동

- 설립: 2002년 / 활동지역: 시드니 전역

- 설립 당시 한인 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집중이 절실했음

- 현재는 교민사회 뿐 아니라 호주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민자들이 호주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

- 1,200여명의 회원 중 60명 정도가 장기 자원봉사자로 활발히 활동

- 주요 활동내용

· 문화교실(건강댄스, 요리, 꽃꽂이, 영어교실 등)

· 건강 지원(유방암, 자궁암, 성인병 무료 검사 지원, NSW Breast Screening

과 혐력)

· 상담 서비스(24시간 오픈, 법률, 경제, 학교, 제도 등 다양한 영역 상담)

· 주류사회 및 소수민족 행사 참석

· 한인여성 및 다민족 여성의 날 개최

· 대한민국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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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프로그램 요약

1.전체 프로그램

1)소속: 세계자원봉사협의회

발표자: 이강현 회장

- IAVE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유일한 목표로 이루어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기업 자원봉사 위원회의 리더십

- 재난재해 시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남미에서의 기업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실시 

-현 IAVE는 전 세계 91개국으로부터 700여명의 개인 및 단체 회원을 보유  

-2015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

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됨

<4가지 당부의 말씀>

1. 성명서에 서명 부탁

2. IAVE 웹사이트에서 성명서 보기

3.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명서 배포 부탁

4. IAVE에 더 많은 제안과 조언 부탁

-자원봉사의 가치-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야함 

-자원봉사는 기술, 에너지, 헌신, 참여를 가져오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혜택

을 제공함

2)소속: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마이클 버니 전 호주 대법관

-공산주의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하나로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

한 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애보리진: 호주의 원주민, 호주의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건, 교육 등 수많은 

권리들이 박탈되었습니다.

-여성·이주민·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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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다름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시

민적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소속: 유엔볼런티어

발표자: 리파트 딕터스

<MDGs의 8가지 목표-2000년 UN통해 채택>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에이즈 등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이 모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

MDGs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관심과 투자와 더불어 정부정

책의 일관성과 목표의 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사회, 경

제, 환경적 발전 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는 시민의 참여와 그 자원봉사

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유엔볼런티어와 IAVE, 전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

는 SDGs의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

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4)주제: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

토론자: Mary Morter, Everlyn P'Loughlin, Wendy Osborne

·Mary Morter AM, ACT부장관

- ACT, 즉 캔버라시 정부의 자원봉사 활동은 적십자, 병원 등에서 시작

- 1년에 3일씩 자원봉사 휴가제를 실시-누구나 원하면 3일간은 직장에서 근

무 중 허가

- 대학, 기업등과 협력: Community service활동 강화

·Everlyn P'Loughlin, CEO, Volunteering South Australia

- 남호주 지역은 정부와 협력을 많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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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집권 정당이 바뀔때마다 자원봉사 

예산이 달라짐

- 정부, 기업, NGO 등이 모두 참여해 6년 계획을 수립

- 자원봉사는 project base로 움직이는게 아님. 지역사회의 뼈대라는 인식을 

가져야함

- 자원봉사계의 voice는 더 커져야함, TV등의 활용 중요

·Wendy Osborne, CEO, Volunteer NOW, Northern Irland

- 노든 아일랜드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자

- 최근 new national Volunteer Center가 들어섬

- 자원봉사는 free time이 아님

-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있어야함.

2. 선택 프로그램

1)주제: 기업자원봉사의 사회혁신

발표자: 탁지선(삼성)

·사회 혁신을 위한 단체 봉사

·삼성 기업의 봉사 이력

~1993: 삼성 재단의 공공 프로젝트

-‘65 문화 재단

-‘85 공공 재단

-‘89 복지 재단

~1994: 단체로의 기업 봉사

-삼성 기업 법인 재단 설립(‘94)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 활발

~2004: 체계적인 기업 봉사

-특기에 기반을 둔 봉사활동

-자회사가 만든 봉사 프로그램

~2010~:

-글로벌 자원 봉사의 달 시작

-가정의 노하우를 자회사화 공유

·특수 봉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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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의료, 3119 구조대, 안내견 센터, 구조견 센터, 테라피 스암 센터

·삼성 기업 법인 재단

·소속

자원봉사센터 112곳, 자원봉사 팀 4224곳, 해외 지역 본사 10골

·재단

문화, 복지, 공공복지, 호암, 언론, 교육

·삼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무료봉사

-C-Lab, 리걸/의료/IT/로고 디자인

·기술 기반

-과학·경제 강의, 취미활동 클럽 봉사, 커리어 멘토링

·노동 서비스

-4개 주요 행사(헌혈, 설립 주년 행사,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 연말 이웃 사랑 

캠페인)

·삼성 창조 연구실

-EyeCan: 신체부자유자를 위해 개발한 디지털 eye mouse

-배터리 팩: 1달러 99센트

-카메라: 40달러

-기타: 3달러

-안경테: 3달러 + 와이어: 40센트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해결책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조작 가능한 아이 마우스 저가로 개발

-제조 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표

-EyeCan은 한 스태프의 개인 봉사에서 시작해서 C-Lab 프로젝트로 지정·지

원됐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양해각서 체결 (2014년 총 200개의 eyeCan 공급)

·햇빛 극장: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광전지 

프로젝터, 전기 부족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 제약을 많이 받은 사

람들을 위한 방안

-Shiny: 폐휴대폰과 광전지판으로 작동되어 영화를 상영하는 가동프로젝터

-직원과 외부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합작 봉사 프로그램

-학교 교실을 위해 프로젝터는 제작

-사용 방법을 현지 주민들에게 가르칠 때 경영 모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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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학생참여를 위한 혁신적 방안

토론자: Mark Creyton

·학생참여를 위한 혁신적 방안과 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봉사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야함

---학제적인 접근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함

---포함하는 것에 집중해야함

---용이함에 집중시켜야 함

<Youth leading youth>

·관계- 사건, 기술, 개인적임을 유지

·사로잡아야함-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 독특한 경험, 경계 유지, 공유된 경

험, 언어·표현·말투, 스토리

-소속·소유- 공유된 경험, 언어·표현·말투, 스토리

< Top tips >

---그룹 프로젝트

학제적으로 바라보기, 리더십을 위한 기회, 조직은 위한 평행성,

조직과 함께 약속을 위한 기회, 배움 기르기

---모집

구두(말)의 중요성, 프로젝트 위한 열정, 전문적이나 사람이 먼저,

스마트한 디지털의 존재, 사건에 의한 중요성

---약속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 독득한 경험,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의 영향,

진취성을 독려하는 명백한 경계, 도와주는 열린 리더십 스타인,

원인을 가진 직접적인 약속, 전문적인 기술 기회

<Retention- 유지>

-공유된 경험, 약속에 의한 말, 스토리와 묘사, 도와주는 리더십,

초기의 기회, 더 먼 약속을 위한 경로·참여를 더 나아가게 하는 경로

3)주제: 1년에 걸친 성행을 극대화 하는 비결

발표자: 카이난 라비노

당신의 좋은 행동의 날을 최고로 만들라

-- 자원봉사 한 명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의 날’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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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는 간단한다. 우리는 ‘누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원 청소, 나무심기, 아이들과 놀기, 요리 봉사 등 ‘좋은 행동의 날’은 그

냥 단순한 날이 아니다.

--좋은 행동이란 무엇인가?

· 할머니에게 전화 걸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좋은 생각, 좋은 말하기,

위로하기, 좋은 교육에 접근하기, 절약하기 등

· 좋은 행동은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건강, 스트레스 감소, 목적, 참여 즉 

자원봉사의 효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프로젝트 기획: 전 세계가 너무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예) 벽화 그리기, 각종 교실 등 Volunteering Australia에서 재미있는 공모전

을 했었는데, 어떤 봉사활동사진과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찾는 것이었음.

· 연결과 파트너십 Connections/partnership

· 도구 제공: 현수막, 그래픽, 포스터, 활동 킷트

- 홍보: SNS 활용

< Our recipe >

· 목표설정: 크게 생각하라, w가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 파트너 파악: 누가 당신의 지역사회에 있는지 확인하라.

· 협업

· 행동으로 옮기기: 스폰서십이나 모금을 통해 이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 참여하기 Engaging, enabling: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여 독려.

· 언론 소개

4)주제: 자원봉사 영역의 독립성과 정부의 역할

발표자: 원웨스트민스터

- 영국은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300개에서 200개로

급격히 줄어

- 이는 새 중앙 정부가 'Big government'를 지향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을 줄이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연쇄적으

로 줄이기 있기 때문임.

- 이와 함께 영국의 전국자원봉사센터인 Volunteering England도 민간자원봉

사단체들의 연합체인 NCVO에 흡수 통합됨.

-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이었음. 그러나 점차 지자체에 

의존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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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 자원봉사센터들과는 

project base로 일하는 것일뿐 센터 경상비를 지원하지는 않음.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센터들의 지역사회 모금력도 약화됨. 결국 이같은 요

인들이 영국 자원봉사센터들의 어려움을 초래함.

- 그러나 사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CSR이나 Volunteering

은 더욱 요구될 것. 따라서 센터들이 독립성을 다시 회복할 것.

5)주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와 사회적 참여

발표자: Rodrogo Morales, UCL

- 'Local Agenda 21`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것

- 경제, 환경, 개발 등의 교집합에 지속적인 개발이 있음

- Manizales Case: 1994년 Bio Plan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지하여  동기부여 가능하게 함

6)주제: 자원봉사를 통한 정치참여

발표자: Carolyn Grenville, NSW 암협회

- Cancer Council 지금의 60%는 지역사회에서 나옴, 정부지원은 연구비정도

- 암 연구.주장→암 예방 활동→암환자 지원

- 내년 7월 드디어 NSW의 식당, 카페 등에서 담배 흡연 금지

- 다양한 캠페인 소개

- 회원활동은 철저히 개인에서 시작

- 그들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음

- 비정파적 태도 중요

Ⅳ.참가 결과

--중.고등학생 봉사를 의무 봉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관심으로 돌려 자율성을 

가지게끔 유도해야함

--기본 소양으로서 봉사의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기업 직원들과 직원가족들의 참여도 활성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준해 법제화 잘되어있으나 활용도가 다소 떨어짐

--각 개인의 재능 나눔 활용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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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결과 보고서

2014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제23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이  름: 김현옥

기관명: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Ⅰ. 대회참가 목적  

- IAVE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계의 국제적 동향 파악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상생파트너십”에 대해 세션 발표

- 호주 자원봉사기관 방문을 통해 호주 자원봉사 현황 파악

- 국내 참가자 및 세계대회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킹 

- IAVE National Representative(국가대표) 회의 참가

Ⅱ. 세션 발표 요약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상생 파트너십

Win-Win Partnership of Social Economy & Volunteering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로 인해 비영리민간부문 및 자원봉사부

문에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그것을 ‘기회’의 요소로 보다는 ‘위협’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자원

봉사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영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보고, 협력하기 보다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들

은 양 영역이 상호 근본적으로 다르며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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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경제를 개체 중심의 조직형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가 아

니라 생태계로 이해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가 지역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시

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와 

같은 목표 속에 놓여 있다는 맥락이 파악된다. 아울러 자원봉사는 그 자체가 사

회적경제 생태계의 토대로서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

인 가치이며 기능이라는 점이 보이게 된다.

¡ 작년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1) 사회적기업, 마을기

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저와 

자원봉사와의 관계성 및 역할 조명; 2)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공동 핵

심가치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상호협력의 구체적 실행방법론 도출; 

3)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협업기회, 실천의 관점을 자원봉사

(단체, 센터 등) 영역이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이에 발표자는 제23차 IAVE 세계대회에서 연구결과의 일부를 다음의 순서로 

공유한다. 1)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2)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양자간의 상생의 비전(필요성) 및 상생방안. 

1.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동/영리활동, 또는 그

러한 경제활동/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에서는 영리

활동을 수행하지만 창출된 수익을 자본투자자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한다. 사회적경제란 “이윤만을 목적으

로 하는 시장중심사회가 아닌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는 인간중심의 사회

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 경쟁과 속도보다 연대, 협동,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의 경제인 것이다. 

¡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회적 경제의 위치는 비국가, 비시장의 

제3영역에 속하며, 제3영역의 활동이자 조직이다.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에 속하며, 시장의 영리영

역보다는 ‘비영리’ 영역에 속한다. ‘활동’과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같은 공적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일자리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

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다. (OECD, 2007).

¡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1) 비영리성/ 공익성; 2) 모든 이해관계자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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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정구조와 소통구조를 통해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3)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조직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응하고 창의적 운영을 위해 설립; 4) 자원봉사에 기반: 

사회적 경제활동은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며, 참여자들의 

자발성, 멤버십 및 실행력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 한편“자원봉사활동이란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 이외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투입하는 일”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바

탕으로 자원봉사의 속성을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으로 이야

기 한다. 

2.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중요한 공통점은 둘다 제3영역인 시민사회영역

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란 점, 그리고 양자 

모두 공익성, 비영리성, 자발성, 민주주의, 시민성, 기업가정신(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 차이점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일을 하되 수익창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있다. 비즈니스전략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되, 손익분기 또

는 사회적 목적 충족을 위해 잉여 창출활동을 하지만, 자원봉사는 수혜자

에 대한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다르다. 또한 유급직원 고용에 있어 사

회적경제의 경우 고용 자체가 사회적 목적일 수 있는데, 자원봉사의 경우 

수혜자에 대한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

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 요점은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둘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나 자

원봉사는 비영리활동이며 사회적경제는 영리활동으로서 이는 동전의 양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상생의 비전 및 상생방안.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영리 및 비영리활동, 가치, 자원, 역량이 잘 결

합되면 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상생할 수 있을 것

이다.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영역은 상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공조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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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목적(수익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

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설립, 경영지원, 교육훈련, 직

접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회원활동,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공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은 각 

역할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육성, 연계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사

회적경제조직 회원활동 참여방식에 대해 안내하며, 자원봉사조직 네트워

크를 통해 지역생산물 소비촉진운동 전개한다.

¡ 다음, 사회적경제 및 자원봉사계는 소외층 보호, 고용창출,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 이들 공조활동을 위해 자원봉사계가 할 수 있는 일

은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영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일자리를 개발하여, 소외층에게 정보를 안내

해 주는 일이다. (끝)

Ⅲ. IAVE 국가대표(NR) 회의

※ 한봉협이 2012년 말 이후 IAVE 한국 국가대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대

회 기관 중 열린 국가대표 회의에 참석하였음. (2012년 말 이전에는 박윤

애 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개인이 담당함.)

¡ 일  시: 2014. 9. 17(수), 10:00~15:30

¡ 장  소: Bond University (컨벤션센터에서 승용차로 30분)

¡ 참석자: IAVE 각 지역 이사들, 각국의 IAVE 국가대표들 (50여개 회원국 

중 26개국 대표) 및 12개국의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표

¡ 한국 참석자: 박윤애 IAVE 아시아 지역 이사, 김현옥 한봉협 사무총장, 

윤정경 국제협력실장

¡ 목 적: 각국의 IAVE 국가대표 및 국가자원봉사센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IAVE 역할 및 글로벌 자원봉사 활성화

¡ 세부내용:

§ 각국 국가대표의 3분 발표 (지난해 각국 주요 사안들과 핵심이슈)



- 33 -

   - 한봉협 발표내용: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2년차 성과 중 두 가지: 1) 자원봉사관리자 자

격과정의 공식적 론칭 2) 베트남 관리자 현지 교육 및 초청 연수에 

대한 소개

     ․ 핵심이슈로 세월호사건 희생자 및 현장지원 자원봉사활동과 관리: 자

원봉사자들의 수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과 더불어 초기 과다하게 밀

려오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의 혼선, 콘트롤 타워 역할 미흡 에 

대한 문제제기. 재난재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재점검하는 계기.  

     ․ 한국은 IAVE 컨퍼런스에 가장 많은 참가자를 보내는 국가로서 IAVE 

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홍보.

§ 국가대표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공유 워크샵 

   - IAVE NR 담당이사인 Silvia Meruvia Landers의 발제 및 토론 촉진

   - 토론 내용: NR의 Position (지위)와 Code of Conduct (행동강령)

     ․ 향후 2년간 IAVE는 무엇을 할 것인지

     ․ IAVE에 대해 NR은 무슨 기여를 할 것인지

     ․ NR의 이슈는 무엇이고 NR에게는 IAVE로부터 무슨 도움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

   - 준비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의

견을 더 수집하기로 함.

§ 국가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도전과 기회 논의

   - 아직 국가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NR이 국가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따라서 NR 미팅에 이어 NVC 미팅을 가짐.

   - IAVE가 생각하는 National Volunteer Center는 정부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를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함. 우리나

라에서는 한봉협과 중앙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되어 IAVE에 NVC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등록함.

   - 지난 제21차 싱가폴 대회 때 NVC meeting이 있었으며 제22차 런던대

회 당시 NVC 세계네트워크 (GNNVC)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IAVE NVC 담당이사인 Wendy Osborne의 발제 및 토론 촉진

   - 토론 내용: 

    ․ GNNVC Update – 현재 어디에 있으며 향후 어디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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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C의 역할과 기능 - 전략적 리더십 제공을 위한 NVC의 역할

   - 6개 소그룹 토의 후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NVC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재원모금이나 NGO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및 멘토링을 받을 기

회 필요. 

    ․ 지역자원봉사센터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위해 온라인자원봉사, 가족자

원봉사, 봉사학습 등의 이슈에 대한 포럼 필요.

    ․ NVC의 경쟁력은 자원동원, 정부지원, 직원역량강화에 있음.

    ․ 각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므로 어떤 목표로 언제 누가 (how, 

what, when, who) 멘토링을 할 것인가 여러사람의 역량을 찾아 역량지

도를 그려놓을 필요(competence mapping). NPO에게 volunteer match를 

해주고 관리역량을 키워줄 필요 (싱가폴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표) 

    ․ 기술과 기업자본을 연결해 주어야 하며 networking 지원해야 한다.

    ․ 정부가 NVC를 통해 콘트롤 타워 역할, 민간지원 창구 역할

    ․ IAVE 지역대표들은 자원봉사 이슈, 훈련, 모금 등과 관련 우수 NVC에 

대한 벤치마킹 및 멘토링을 연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Ⅳ. 참가 프로그램

1. 공통참가 프로그램

1) 개회식: Opening Gala 

2) 18일: 이강현 회장 퇴임 연설

3) 18일: Michael Kirby, 전 호주대법관

4) 9월 19일 포럼: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

5) 9월 19일 포럼: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2. 선택참가 프로그램

이번 대회에서 참여한 선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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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명 발표자

1) 컴퓨터 학계에서의 자원봉사 관리 
마리아 아퀴노, 비엔나 

기술대학, 오스트리아

2) 자원봉사와 신앙: 산티아고 순례길과 자원봉사
유진 발더스, IAVE 이사, 

독일

3) 데이터는 숫자 이상의 것, 연구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기

사만다 헤네시, 구글, 미국

4) Eventually I left: Is workplace bullying an 
issue in the volunteer sector?

미컨 폴, 머독대학교, 호주 

5) 자원봉사계에서의 사회참여 측정 도구 
마가렛 벨, 체인 리액션 

재단, 호주

6) 호주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정의에 대한 점검 

클레어 엘리스, 

타스마니아자원봉사센터, 

호주

7) 자원봉사에서의 자격요건들은 역량을 강화하는가 
시간낭비인가 

피터 에이월스, 

노던자원봉사센터(SA), 

호주 

8) Emerging Volunteering : The Way Forward
유엔 이 엘지 완, 홍콩 

자원봉사서비스기관

9) 표준 개선: 호주 자원봉사 참여의 새로운 국가표준 
호주 국가, 주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CEO들

10)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상생 파트너십 김현옥, 한관협, 한국

11) 자원봉사의 가치 리젤 오드와이어, 호주

12) 전문직 협회의 회원 자원봉사 데비 홀, CPA 호주 

13) 자원봉사자: 옹호자와 행동가 앤 클리어, 머독대학교, 호주

14) 지속가능한 개발 도구로서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상담을 넘어 

로드리고 모랄레스 무노즈, 

말리지 런던 대학, 

멕시코/영국

15) 권력의 영역에서 자원봉사자의 목소리 내기
캐롤린 그렌빌, NSW 

암협의회, 호주

었다. 주로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 관리, 사회적 경제와 프로보노, 옹호 등 

자원봉사의 기본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두었다. 

위와 같은 세션에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

IAVE 대회 전체에서 사회적경제를 의제로 다루는 세션은 보고자가 발표한 

세션 외에는 없었다. 사실상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 영역의 비영리 공익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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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분리,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에서는 물

론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과 조직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프로보노 서비스 역할이 크다.

2) 자원봉사 참여 관리 표준

호주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챂

서가는 나라. 호주는 2001년 표준을 개발. 2014년부터 자원봉사 생태계의 변

화에 따라 표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자원봉사 정의

“자원봉사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하여.” 지금까지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정의에 변화가 필요하다. 자

원봉사의 트렌드의 변화, 즉 비공식적 및 개인적인 활동, 일회성 및 비정기

성 자원봉사, 마이크로 자원봉사, 유연한 자원봉사 등의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다. 자원봉사 정의의 재검토 작업을 위해 호주에서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IAVE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의가 호주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가치 측정

자원봉사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단

순하게 시간당 임금을 자원봉사활동시간 수와 곱한 숫자를 넘어 자원봉사활

동을 통해 얻는 행복,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목숨을 구한 사람의 몸값, ...등을 

화폐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은 단순 화폐가치의 두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치 측정 방법론이 흥미로웠으며,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은 가치측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측정 과정

을 통해 자원봉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

로 보인다.

5) 호주인들의 자원봉사 실천 

호주인들의 자원봉사 실천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다. 호주 회계사협회 데비홀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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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다. 협회 회원 –명을 대상으로한 자원봉사활동 (프로보노 서비스) 현

황을 보면

3. 뉴사우스웨일즈 자원봉사관련 기관 방문

일  시 2014.9.15.(월) 10-12시 장소 커먼웰쓰은행 사옥

시  간 주요내용 담당

10.00-10.05 환영사 네이든 바커 

10.05-10.10 호주 자원봉사 소개  및 인사말 싸이먼 왓츠, 김현옥 

10.10-10.35 호주 커먼웰쓰 은행 소개 네이든 바커

10.35-10.50 NSW 자원봉사센터 소개 젬마 라이게이트

10.50-11.10 호주 적십자 마이클  존슨

11.10-11.30 시드니 한인여성회 아그네스 심

11.30-12.00 티타임 및 질의응답

한국참가단을 위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정부, 자원봉사센터, 적십자회, 대

표적 기업, 한인 시민단체 등 5개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

담회를 가졌다. 한국참가단이 따로따로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더구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시간을 아낌없이 할애해 준 그들의 성의에 감동을 받았다. 

- 자원봉사 참여율

- 자원봉사센터의 미션 및 예산: 관리의 탁월성 애드보커시. 비영리단체를 

위한 관리 교육

- 정부예산 지원 80%, 그러나 사업결과 보고는 보고서 한권. 상호 신뢰 속에

서 민간 자율성 보장하는 모습

- 적십자사의 활동

- 시드니한인여성회

Ⅴ.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참가 프로그램 내용 업무 적용

호주는 2001년 제정한 자원봉사활동 관리표준 개선작업 중에 있다. 출장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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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회 참가 중 관리표준 지침서 3종 세트를 구해왔다. 일단 동 자료를 

번역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호주에서 표준 개정 지

침서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번역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2) NR 네트워크

NR 네트워크를 한봉협 국제개발사업 대상국 및 대상기관 선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IAVE 호주 세계대회에 45명이나 되는 참가단이 참가하였고 10명의 참

가자가 브레이크 아웃 세션에서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자원봉사계 역량이 어느 정도 커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이렇게 된 데는 지난 6년간 IAVE 세계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

한 이강현 회장의 노고에 힘입었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으며 통역서비

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100%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 대회 전체 800여명의 참가자 중 외국인 200명이고 그중 한국인이 

45명으로 IAVE 대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통역서비스

에 대한 준비와 과정이 미흡한 점은 IAVE 본부와 호주 대회 주관처에 대해 

불만으로 남으며, 이에 대해 의사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 각당, 조계종, 포럼, 한자문, 한자협, 중앙센터, 과천센터 

등 다양한 기관‧단체 임직원들 23명이 한봉협 참가단으로 함께 참여하며 네

트워킹을 돈독히 한 점은 한봉협 사무총장으로서 큰 보람이며 기쁨이었다. 

가능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자뿐만 아니라 회원 단체들에게 

비용지원을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단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해 국제대회에 청소년 참가자를 한명도 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년도부터는 청소년 몫을 일정정도 배

정하고 사전에 시간을 두고 모집할 필요가 있다.

대회 참가 후 공부한 내용을 참가자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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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결과보고서 내부 양식 (목차) 박윤애

I. 대회 참가 목적

l 대회 참여를 통하여 세계 자원봉사의 새로운 흐름과 이슈를 파악하고 한국 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현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l IAVE World National Volunteer Center 회의를 통해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나라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센터협회, 중앙자원봉사센

터가 협업으로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l IAVE 이사회 참석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이사로서의 역

할 정립

l IAVE 국가대표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대표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II. 2014  IAVE 이사회(첫 오프라인 회의)

첫째날, 9월 14일 오후

1. 지역 대표이사들의 활동리포트

IAVE 이사로서 IAVE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지역대표로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국가 대표들 간의 소통을 촉진시키며, 회원국가 및 회원확대 노력 외

에 다음의 IAVE의 네 가지 포커스 프로그램영역과 네 가지 기능에 따라 활

동내용을 발표함. 

2. 2014 호주 세계대회 오리엔테이션

3. MDGs 2015 이후 아젠다 & SDG Impact 2030 –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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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RE
 
F
U
N
C
TI
O
N
S

네 
가
지
 
핵
심 
기
능

PRIORITY FOCUS AREAS 네 가지 포커스 영역
Members 

회원

National Volunteer 
Centres

전국자원봉사센터

Businesses 
with employee 

volunteer 
programs

임직원
자원봉사

Youth 
volunteers

청소년
자원봉사

Convening

회의(컨퍼런스)

4 월 10~12 일 제 
15 차 
아태지역자원봉사대회 
준비 회의(베트남 
하노이)

잠재 
참여자들(청소
년)에게 15 차 
아태지역컨퍼
런스 홍보

Knowledge 
development 
& 
dissemination

지식 개발과 
확산

한봉협과 안전행정부 
지원으로
1) April 7th~8th, 
이틀간 하노이에서 
40 명의 
자원봉사관리자들에게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실시 
2) 베트남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5 명 연수 (7 월 
7~19 일)

세계 자원봉사센터의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중, 서울시 인턴 
(인디애나대학원 
비영리학과 학생)과 
서울시 글로벌 
서포터즈가 수행 중

글로벌 
전국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디렉터 웬디 
오스번에게 도움 
요청함

글로벌기업의 
자원봉사 “Big 
Tent” 의 
한국어판 
발간(서울시자원
봉사센터 
전문번역단 
번역, 오영수 
감수)

러시아청소년 
캠프 Bikal 
2020 에서 
한국의 
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
사 등 발표 
(July4~7th)
-러시아 
국가대표의 
연결

Network 
development

네트워크 개발

1) IAVE 대만의 서울 
방문(각당복지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April 29th

2) 태국 IAVE 
국가대표인 Phra Win, 
May 28th

3) 아태지역 
대표들에게 편지, May 
3rd

대만 
우수청소년자
원봉사자들의 
서울 방문, 
August, 11th

Advocacy

자원봉사옹호
애드보커시

플랫폼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발표

Additional Activities by Board Member

 

둘째날

1. 전 회의록 승인

2. 재정보고, 회계감사보고서

3. 프로그램 리포트

 - 전국센터 승인, 세계전국센터 리포트

 - GCVC 평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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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Youth Volunteers

 - Disaster Working Group(2012. 12 런던세계대회 포럼 이후 지속된 재난재

해시 기업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한 사업단의 활동 보고, 호주대회 시 포럼

을 다시 열어 연속성을 가짐)

 - 기타

4. NR(국가대표)위원회 미팅 준비

5. IAVE 국가 지부(National Chapters) - IAVE Taiwan, IAVE Japan 등-에 대

한 논의

6. 이강현회장님 지난 6년 간 회장으로서 회고

셋째날

1. 새 회장(Kylee Bates)의 환영사

   IAVE 위원회와 위원장 발표

   IAVE 이사 윤리강령 서명

2. 사무국(Kathy Denis소장, 워싱톤 소재) 연장 운영에 대한 승인

3. 멕시코 2016 세계대회 준비상황 보고

4. 프로그램 리포트

  - 기업 전략

  - 청년 전략

5. 2015 일정 공유(이사회, 지역대회 등)

6. 지역대회, 세계대회, 청소년대회 기능과 역할 정리

<시사점>

l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전문성과 이력을 갖춘 이사들, 사무국 실무자들과 

이들의 경험들을 만나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이사로서 

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 재정적, 사업 방향 등 –논의하면서 43년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이사들의 전문성과 열정, 헌신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l 아태 지역 이사로서 지역의 각국대표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회가 됨. 특

히 IAVE의 강점이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실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음을 느끼며, 다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끼리만 있어도, 아시아국

가끼리만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양성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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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짐의 중요성을 느꼈다.

l 이사회 이후 다양한 회의와 컨퍼런스에서 만난 아태지역의 국가대표들과 

리더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l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등을 통해 주최 나라와 지역의 역량강화 계기 마

련을 고민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l IAVE가 2015년 이후 SDG(지속가능한 발전)등 UN과 협업하며, 세계 여러 

현안에 대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원봉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대변 역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III.  몇 개의 주요 개념으로 본 대회 참가 소감

 - 본인이 참석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회 전반에서 배운점에 대해 요약과 소감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 중요성, 어떻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의 노력에 어떻게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회 전

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호주는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부에서 80% 정도의 지원을 받고 기업과도 협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어서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것 같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호주의 자원봉사센터

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고 관과 파트너십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 

호주나 우리 나라와 달리 아직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저개발국에서는 어떻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좋은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

는 곳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케냐의 Dr. Tuesday Gichuki씨는 아프리카 평화봉사단

(APSC)을 만들어 교육, 취업 등 청년들이 직면하고는 문제들과 환경, 평화 등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기업, 정부기관,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UN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협업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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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 점심이후 있었던 전체패널토론에서는 호주에서 곧 열릴 G20회의에 자원

봉사관련 메시지를 가져간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성공에 자원봉사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를 위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정부와 기업의 언어로 전

환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세계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 서로의 전문 영

역을 인정하면서“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서로 공유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향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 

마이클 커비 전호주대법관은 주제강연에서 자원봉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인기없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울림을 주었다. 시민사회가 가장 인기없

는 사람들의 권리, 이들도 똑같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본질이라는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의 신발과 모자를 쓰고 이들

의 관점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들의 생각을 포함시킬 때 진정한 봉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호주원주민들에 대한 경의: 호주의 자원봉사대회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경의를 표하는 호주발표자들이 많았는데, 호주원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대회 소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현지에 가서 대회 개막식과 대회 중간중간 원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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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소력 있게 전달되어 왔고, 양식 있는 자원봉사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 동안

의 잘못된 관행-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했다. 특히 대회기간 중에 맥스 맨델이라는 잘 알

려진 원주민 아트 화가가 회의장 현지에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원주

민 아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완성품을 호주전국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하기도 하였

다. 

우리 현실에서는 자원봉사가 과연 얼마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우리 

나라에서 올해 일어난 세월호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그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정치

적으로 민감한 활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

운 시기에 가장 인기없는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

니라, 이들의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까지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자원봉사가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 

3.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1) 새로운 자원봉사관리표준 작업

호주의 자원봉사센터 소장들이 힘을 합하여 2001년에 만들어진 “자원봉사관리 

표준”에 대한 개정작업과정을 발표하는 세션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자원봉사의 정

의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관리표준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작

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자원봉사는 프로젝트성 자원봉사, 자연발생적인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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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기자원봉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자원봉사의 비전과 동기, 활동도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관리 

표준도 변화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정당하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들이 존중받아야 하는지가 개정작업에 있

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정 작업

에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이 관리

표준에 대해 공동소유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특히 관리표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치와 철학이 살아 있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얘기하였는데,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실천을 해내는 실무자의 역량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삼 느끼

게 되었다.

2) 자원봉사형태의 변화에 따른 관리자의 변화 

Judy Esmond교수는 자원봉사가 향후 온라인, 일회성, 자연발생적 봉사로 전환할 

것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면, ABC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Attention (Get my attention) 수많은 정보와 홍보의 홍수 속에 자원봉사가 주목을 

끌려면 쉽고 싸게 자원봉사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글을 활용하거나 소

셜미디어의 활용하여 타겟 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귀하게 여겨

지도록 (오리가 백조로 여겨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Brief (Make it brief) 많은 바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잠깐의 

참여로 자원봉사경험을 할 수 있는 일부터 -> 단기 -> 장기 -> 지속적 자원봉사로 다

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열어 놓아야 한다.  

Crap (Cut it crap) 큰 기관에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 하면 

자원봉사들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행정적 절차를 쪼개고 단순화하여 자원봉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루한 훈련보다는 바로 자원

봉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잘게 쪼개어 접근이 쉽도록 도와야 한

다.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기관리: 자원봉사관리자는 대부분 자기 시간의 일부분을 자원

봉사관리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인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

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단점은 성장을 위한 계기로 축하하며, 자신을 돌보며 일해

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자기관리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게 다가왔다.

3)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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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 Tweedy, 전 뉴질랜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일과 일의 사이에 자원봉사활동과 훈

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노후에도 자원봉사가 일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외로운 베이비부머들을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줌으로

써 직업적으로 변화를 해야하는 시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

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료주의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

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는 대신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에 

뛰어들고 있다. 자원봉사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여러 그룹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

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자원봉사의 개념 확장, 사회혁신 등

자원봉사를 전통적으로 정의해온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이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노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많은 젊은

이들이 자신을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기보다 사회혁신가라고 칭하며 사회문제해결을 위

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치중심의 삶에 대한 훈련을 하면 남이 다 하는 경쟁대열에 뛰어들

기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시간을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쓰는 대안적

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로 성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IAVE 청년대표 이

사인 콜럼비아의 Daniel이라는 청년은 벌써 혁신적인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이끌어내

며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채연주임 보고서 참고)

우리 나라도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를 담기에는 협소하다는 문제 제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지

만, 시대변화에 맞게 용어를 해석하고 만들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청소년, 청년들의 자원봉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관련 세션에 들어갔었는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서 미국에

서는 “시민성”을 길러내는 것을 강조한다면 호주에서는 “고용할 만하게 돕는 일  

employ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호주 관련 전문가들이 자국의 청소년자원봉

사 방향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구유럽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게 유

지되면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가 2012년 영국자원봉사대

회 때도 화두였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과 고용가능 하도록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청년들이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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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시민성도 키워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일에도 도움을 받는 일이 진행

되고 있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사회혁신가로서 시민성과 자신의 직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애드보커시, 대변활동

1) UN을 통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대변활동

이번 대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 중에 새천년 개발 목표(MDGs) 활동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다시 시작되는 지속가능한 개발(SDG)에 자원봉사가 중요한 요

소로 인정되도록 노력하자는 호소문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있었다. MDGs 실현

에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런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회의에 앞

서 열린 이사회에서 그 동안 IAVE사무국의 소장이 UN의 관련회의에 참가하여 자원봉

사의 중요성에 대한 대변활동을 한 것이 보고되었고, 호소문을 다듬고 완성하는 일도 

진행하였다. 이강현회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중에는 이 호소문에 서명운동을 하였고, 

UN의 중요한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말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재난재해 구호 활동뿐 아니라 일상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예방에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

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우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

사의 중요성에 대한 대변활동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의 대변활동 

노력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2) 사회 문제에 대한 대변활동

“자원봉사와 애드보커시-현상유지에 대한 도전” 포럼에서는 애드보커시 자원봉

사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호주에서 장애인들을 위

한 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인 활동사례, 기업자원봉사에서의 대변활동, 호주원주민 자신

의 이야기를 통한 원주민들에 대한 제도와 태도의 변화 촉구노력, 케냐의 Agnetta 

(IAVE청년대표)의 에이즈환자 돌보미들을 위한 대변활동 사례가 있었다. 

호주원주민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호주원주민발표자는 자신이 자라나는 

동안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자신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며 차별

을 참아내는 고통은 정말 심했다는 아픈 이야기를 했다. 그 아픈 중에도 자원봉사자

들을 자신들을 차별없이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언어에

는 “자원봉사”라는 말이 따로 없는데, 대신 마음으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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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가 있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유지되어왔다고 했다. 한 백인참가자가 자신이 

이러한 차별의 현실에 아무런 역할을 못해서 정말 무력하고 미안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기를 질문하자, 헌법개정을 위해 원주민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요

청하며, 그 방식은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나가는 것

이라고 했다.

에이즈환자들의 돌보미들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낸 아그네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 일하면서 에이즈환자들을 돕는 돌보미들의 권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 

이야기를 했다. 이들이 에이즈환자들의 집에 갈 때 교통수단이 없어서 네 시간씩 걸

어다니고, 식사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의 처지에 무지했다고 

한다. 아그네타는 20여개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을 시민사회와 NGO들과 협력, 이들을 

조직하여 정책입안자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자전거와 음식 등의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이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돌보미들에게도 확산되어 이들

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아그네타는 자신이 이 과정에

서 배운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파트너십이라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변화까지 이끌어낸, 약자에 대한 대변활동으러서 아주 좋은 사례였다. 우리도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이런 정도의 활동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들었고, 다시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운동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진국이든 아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든 부딪히는 공

통의 문제들이 있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음에 큰 힘을 느꼈다. 우리나라에

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노력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줄 수 있는 경험

과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인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각자의 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내 현장에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

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당당하게 두려운 현실을 헤쳐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의 모든 사회변화운동은 자원봉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UN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변화와 역사발전을 위해 알게 

모르게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과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 하는 과

제를 안고 다시 현실에 마주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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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란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실장>

제23차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참가 결과보고서

박 지 란

각당복지재단

Ⅰ. 대회 참가 목적

IAVE는 더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통합적이고, 동정적인 세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자원봉사문화를 이루는 것을 비젼으로 삼고, 세계의 자

원봉사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축하함으로써 연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들, 우리나라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에 빠

짐없이 참여해 온 본인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힘으로써 우리나라 자원봉

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전문적인 자원봉사, 글로벌한 자원봉사

에 대해 눈을 뜨고, 자원봉사흐름을 알게 되었고 비젼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관리자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더 넓은 세계,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IAVE 세계대회는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개인적

인 성장뿐 아니라 봉직하고 있는 단체의 발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비젼제

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러해 동안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경험과 보태져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관

련 정책이나 방향에 전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9월 18일 목요일 오전 Opening Plenary Session

호주 자원봉사협의회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애쓴 

여러 공헌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서 열린 Youth Conference에 26개국, 17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호주 자원봉사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해외

분야가 함께 협조하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상은 자신도 해상안

전요원, 소방수로서 자원봉사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통해 컨퍼런스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상원의원 Mitch Fifield는 남의 집청소, 노래부르

기 봉사, 수상구조원으로 자원봉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노인, 복지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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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탄생했다고 하였다. 여러 예시를 든 

후, 봉사활동의 노력으로 35만명의 소아마비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호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친절성’이며, 이는 나와 타인의 삶에 공헌하는 

것이다. 호주엔 6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퀸즈랜드 홍수에 브리즈번 

주민들의 참여로 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빅토리아 주 산불 때도 자원봉

사자들의 도움이 컸다. 재난 복구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자원봉사였으며,

자원봉사엔 최적의 시간도 최악의 시간도 없다. 스포츠 자원봉사를 통해 청

소년들을 도울 수 있으며 자원봉사는 여러 ‘가능한 일’들을 만든다. 자원봉사

는 힘든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이의 신발을 신고 그를 느껴보는 것이 

공감이다. 지역사회, 정부가 파트너쉽 갖고 서로 협력해야할 것이다.

호주 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BD(Becton, Dickson and Company)와 IBM이 

IAVE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기업자원봉사의 모범을 보여 국제기업자원봉사

상(Global Corporate Volunteering Program Winner)을 받았다.

<이강현 IAVE회장의 환영사>

2008년 파나마에서 개최된 21차 세계자원봉사봉사컨퍼런스에서 선출된 한

국출신 이강현 회장이 2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과 6년동안의 업적을 회상하였다.

IAVE는 글로벌 기업자원봉사 위원회(GCVC)의 리더십을 키워, 50여개 글

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였고, 기업자원봉사 연구도 실시하여 보고서를 출

판하기도 하였다. 재난시 새로운 11개 글로벌 회사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

고, 기업들에 볼런티어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파트너

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다. 2013년 추진한 국가자원봉사센터 글로벌 네트

워크(GNNVC)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40%이상의 국가 자원봉사센터가 회

원이 되도록 하였다. 청소년자원봉사가 청소년들이 커리어를 개발하고 직업

과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전세계 청소

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IAVE는 전 세계 91개국으로부터 7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65

개국은 대표단을 파견, 동참하고 있다. IAVE는 2015년 이후 전 세계 개발 아

젠다에서 자원봉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우리 

사회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

이 웹사이트를 방문, 지지서명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에 퍼뜨리는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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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을 공유하여 영향력을 최대화하자고 요청했다.

이강현 회장은 또한 자원봉사는 전세계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

한 가치로 작동해왔으며 기술, 에너지, 헌신, 참여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에 여

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

산하기위해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또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 자원봉사의 새

로운 방향과 전략을 수립, 사회의 각계각층의 기관과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장인사를 마치고, 전통에 따라 이사들과 회장이 함께 44년된 작은 종을 울

림으로서 제23차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가 공식적으로 개회되었다.

<Youth Forum 결과 보고>

이어 본 대회 앞서 9월 15일-17일까지 이루어진 Youth Forum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Daniel Butritica Cordoba(Colombia/콜롬비아 유스네트워크 회장)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자존감을 갖게 해준 

세계 컨퍼런스였다. 26개국 젊은이들이 모두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서로 

배우고, 서로 느끼고, 대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볼런티

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소감을 말했으며 다른 청년은 

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각자의 자원봉사현장에서 반영해야 하며, 청

년들의 목소리가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개발, 같이 일하

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연결되어 변화된 커뮤니티 만들 것

이다. 뭔가 ‘good'과 ’old'를 가상의 세계에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

봉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im Hardy(NRB: 국립호주은행) 기업자원봉사보고: 국립호주은행은 젊은이

를 상담하거나 나무심기 등 봉사를 25년동안 해왔다. 이로인한 큰 변화가 놀

랍다. NRB는 자원봉사컨퍼런스를 후원하고, 98년부터 일년에 2일은 기업자

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데, 고객들도 봉사하도록 

돕고 있다. 2014년엔 백만시간 봉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복한 자원봉사 

18,000일을 기획하고 2007년이후 3천개이상 자원봉사를 해왔다. 흥미로운 것

은,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감사, 프로보노로 시작하여 마켓팅등 전문적

인 도움도 주고 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자원봉사 리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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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Keynote Speach>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위성으로 캠프를 촬영

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었다. 만들어진 북한인권보고서는 UN총회,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UN, 전 세계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다. 엠네스티 제네바 본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원봉사자는 다 형제자매이며 인간애를 서로 나누어야 하며, 인기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가 진짜 자원봉사이다. 내가 10살 때 호주에서 공산주

의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모든 정당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여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도록 하였다. 공산주의의 흥망은 억압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소수자와 낮은 

자를 향해야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 차

별, 백호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약을 했다. 다양성을 존중

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인기없는 곳이라도, 진실되고, 정의

로운 일이라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호주엔 여성차별이 있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었으며, 여자법대생은 법관이 되기도 힘들었다. 1960년대 

‘anyperson’ 이라는 말은 'man'을 의미했으며 원주민, 공산주의자, 여성, 이

주민은 해당되지 않았다. 동성애자도 호주사회에서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받

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호주엔 많은 단점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다. 나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입장에서 같이 어울리고, 알며,

형제자매란 것을 발견했다. 어린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로서의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먼저 

나서는 것으로 하라. 자유의 본질은 사람들이 몰라주기에 시민사회가 대변해

야 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힘들어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위해 용기를 내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9월 19일 금요일 오전 Plenary Session

2) Jody Broun(National Congress of Austrlia First Peoples, NSW적십자사

대표m, 호주 원주민을 위한 활동가): The Australian Aboriginal

Volunteering Experience-A reciprocal model

-10세부터 수상안전요원으로 자원봉사를 해왔다. 여러분 같은 ‘다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 원주민은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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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나는 Perth까지 1,700Km나 가야하는 아주 시골에서 서로 존중하

는 인간애의 원리 속에서 자랐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중요

하다. First People는 원주민을 위한 정부기관이다. 호주 법에서 원주민을 인

정하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실행되는데 50년 정도가 걸렸다. 1967년 국민투표

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호주정부는 원주민을 호주시민으로 생

각하지 않았으나 원주민은 호주 첫 번째 거주자이이다. 현재 호주국민의 3%

가 원주민이며, 죄수의 40%가 원주민이다. 아직도 원주민의 보건, 교육수준

이 많이 열악하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원주민에 대한 자원

봉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원주민의 7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을 위한 자원봉사가 

한정적이다. 내가 일하는 New South Wales의 적십자사는 전세계 적십자사

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립성, 보편성같은 인간애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계 91만명의 조직인 적십자사의 100주년을 맞아, 소시지 판매로 

기념 행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NSW에선 138,000불을 모금했고 퀸즈랜드

에선 80,000불은 모금했다. 이것으로 소외계층, 노숙자, 노인들, 저소득층, 격

리된 사람들, 원주민을 위한 활동에 쓸 것이다. 자원봉사는 광범위하며 삶의 

방식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호주 원주민에 대한 연구가 적다. 그동안 원주민

은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었다. 서호주 적십자사의 비공식 발표에 의하면,

원주민 대상 봉사활동은 서로 돕고 행동하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이라고 명

명하지는 않았다. 원주민들은 정신적, 가족간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다하면

서도 비공식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로 나누는 

것은 원주민 문화 유지를 위한 것이고 원주민에게 서로 단결하는 것은 개인

주의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원주민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경제와 어떤 관련

이 있는가? 전체적, 통합적으로 관계되며 더 많은 활동이 있기를 바란다. 자

원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며 지역사회를 강하게 한

다. 문화, 기술, 지식, 정체성, 서로 돌봄 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조직이 지역사회 맥락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로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다’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

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주민은 기술에 대

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원주민을 위한 시스템도 좋지 않다. 일을 선택할 때,

계속 신원조사를 받는다면, 누가 봉사를 쉽게 하겠는가. 그래서 자원봉사를 

인정받지 못하고 비공식이 되어 자원봉사에 장해가 된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파트너쉽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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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산불이나 태풍 등 빨리 대응해야만 하는 재난 시, 사회적 연계, 어르신,

원주민 비고립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확장되어 자신

감이 커졌다. 성공사례는 지역사회 자체에서 생긴다. 적십자사는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정부와 달리 듣고, 반응한다. 자원봉사에 원주민들의 참여를 격려

하고 그들의 문화적 구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이들의 활동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 서로 화해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3) Richard Dictus(UNVolunteer: 유엔볼런티어기관 대표): Volunteering:

The role of government, 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

UNV에는 6,4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30%가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다.

나는 UNV의 기관을 대표하기보다 자원봉사자를 대변하며 효과적, 효율적인 

UN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UN에는 11,000명의 Online 자원봉사

자가 있는데 이중 6%는 아프리카, 아시아 인, 45%는 의료전문인, 35%는 학

생이며 이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평화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에볼라 관련 자료도 만들었다. 집에서 활동하면 안전하고 창의성 

발휘가 용이하다. 우리는 봉사자들이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 정

보를 공유하며, 통합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더 

많은 젊은이의 아이디어를 UNV에 반영하여 그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

록 권하고 있다. 나는 오늘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2015년)의 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MDGs는 전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2000년 UN을 통해 채

택되었는데, 그 8가지 목표는, 첫째,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둘째,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셋째,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넷째, 유아사망율 감소, 다섯

째, 모성보건 증진, 여섯 째, 에이즈 등 질병퇴치, 일곱째, 지속가능한 환경확

보, 여덟째, 이 모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이었다. 기후변화, 환경등

은 모든 세계에 문제가 된다. 해수면 상승이나 탄소배출 등의 문제들은 나라

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도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가 같이 일

해야 하며, 그래서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전세계에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부분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

다. MDGs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관심, 투자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목표의 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부모, 선생

님, 의사, 학생으로서 시민적 참여를 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

용했다. 시민, 바로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나 세계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여야만 지속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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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는 다르게 행동

해야 하고, 형평성, 근접성, 포괄성에 기반하여 참여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원봉사라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토고, 브라질,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자

원봉사활동이 그 예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배운 점은 전통문화,

가치관, 종교적인 것들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것,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자원봉사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

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고, 대규모로, 공동

의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을 수 있는 힘은 자원봉사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2015년 이후 MDGs가 끝나면, 그 이후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적 발전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것도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유엔볼런티어와 IAVE, 전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SDGs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

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9월 19일 금요일 오후 Plenary

4) SBS방송 패널토의로 진행

주제: Considering Volunteering & Building Engaged Communities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참여적인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토론자: Simon McKeon(맥쿼리 그룹), Amanda Mukwashi(유엔 자원봉사자 

혁신지원팀장), Robert Fitzgerald AM(아동성범죄예방기구), Catherine

Yeomans(미션 오tm트레일리아 대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위험들을 걱정하고 희생된 자

원봉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토의를 시작하였다.

자원봉사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원봉사는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

다. 자원봉사는 삶의 한 방법이다. 스스로 헌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하

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우리는 모두 방문객이다. 관찰하고, 성

숙하고 사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주는 것보

다 우리의 존재 자체,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만든다.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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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엇을 하는지 말해 준다. 타인이 나를 잘 대하듯, 나도 타인을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좀 더 

관여해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 포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봉사는 비즈니스의 일부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개인이 좋은 쪽으로만 

하는 봉사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자원봉사라는 가치를 비영리조직에 팔기도 

하지만, 기업 자원봉사는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준다. 비영리 조직이 지역사회가 아닌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되

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자원봉사는 과학보다 예술이다. 자원봉사엔 양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가 발현되는 

철학적 중심이다. 이 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진심으로부터 출발하

고 나와 남들을 함께 돕는 것이며 작은 공간에서 더 큰 공간으로 확산시켜

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는 젊은이들에

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 참여함으

로써 사회에 대해 배우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욕구가 증

가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자신의 직업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매일 매

일 필요로 하는 기술이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이타성, 경력개발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재난 재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자원봉

사가 갖는 의미는 더 크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용어에 대한 합

의, 통일이 필요하다. 새로운 내러티브가 대두되었다. 자원봉사는 지역수준에

서 뿐 아니라 국가, 세계 수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 그것이 지금 주목해야 할 화두이다. 자원봉사에 정

부의 참여가 공식화되면 민간단체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호주 기업자원봉

사는 30년전에 시작되었고 많이 달라졌다. 지역사회에서의 봉사는 지역사회

를 강화시킨다.

토요일 9월 20일 오전 Forum

5) Volunteering in a Post-2015 Wor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ichard Dictus: 자원봉사과업이 지속되려면 서포트 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을 위해서는 맥락과 ‘왜’가 중요하다. MDG에 17개 소목표가 있었다. 2015

년에는 새로운 목표가 세워질 것이다. MDG는 어린이들과 생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업들은 설명하기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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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을 실현하는데 모든 나라가 똑 같을 수는 없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는 

모두에게 도전이다. 나라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조

치는 각국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논의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실행가능할지, 각자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룰 도구로 

자원봉사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들도 정부를 존중하며 목소

리를 내야 한다. 기업들의 활동도 MDG에 중요하다.

Omar Chowdhury(Bangladesh): 방글라데시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에 압력을 

넣는 ‘watch dog'역할을 하고 있다. NGO에 컨설턴트역할을 해주고 MDG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방글라데시에서 NGO는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더욱 긴밀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NGO에 대한 컨설테이션은 NGO

성장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약자, 장애자 등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적 

단결을 이루며 인권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활동엔 모든 그룹이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UN에 요구해야 하며 여성들에 대한 평등을 보

장해야 하고 UN총회에서 2015년이후 개발계획을 세울 때, NGO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의무다. 왜 중요한가?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비중이 

다른 문제를 다루려면 첫째, 컨설테이션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디자인 

문제이다. MDG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

이고 적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직문제이다. 조직운영에 돈이 든다. 자원봉

사 동기에서 창의력을 발견하고 급진적 조직원리, 비용대비 효과적인 메카니

즘으로 조직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서 지역사회

에 투자하는 것은, 활동 목표가 무엇인지, 책임감을 갖고 연계해야 하며,

MDG의 좋은 점은, 모든 투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시도로 하는 것

이다.

Diane Solinger(Google): 자원봉사 접근 방식은 Bottom-up이어야 한다. 방글

라데시 NGO는 정부보다 비용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NGO는 의사결정

이 빠르다. 하지만 정부나 NGO 모두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부패할 가능성

은 항상 존재하고, NGO도 관료주의적일 때가 있다. NGO들이 기업문화를 

받아들였지만 NGO는 지역사회에 가까워야 한다. 구글은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인식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정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MDG와 공조하여 사회에 투자도 한다. 이는 IBM과 비슷하다. 구글

이 잘맞는 NGO 파트너를 만나면 프로젝트를 함께 지속하기도 한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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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글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테이블로 이끌어 낸다. 모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일을 시작해서 모이도록 통합하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풀

푸리 단체에서 UN과 연결하는 것, 전세계 다른 부문의 전문가들이 좀 더 협

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글은 각자의 스킬과 배경을 보고 협력적으로 연

결한다. 후원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다.

Post-2015를 위해 IAVE는 기부와 원조에 더욱 힘써야 하고, Advocacy를 더

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목소를 내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커넥팅이 중요하다. 각자의 소리를 

내도록 하되, 존중해주어야 한다. IAVE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더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NGO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

요하고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자원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젠다에 집중하고 책무감을 확립하고 조

사하고 결과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자원봉사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2. 선택 프로그램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30-1:00 Breakout

1)Volunteer management: can we do better?

① 카리타스 자원봉사자 리더쉽 훈련 및 자격증 프로그램: 윤석인(서울카

리타스자원봉사센터):

카리타스 자원봉사 관리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목적, 기능, 공헌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확립하며 자격제도를 통해 자원

봉사관리기술과 훈련에 대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카리타스 

자원봉사자 리더쉽 및 자격증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전

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오늘날 복잡한 시민사회에서 성공

하기위해 요구되는 최고의 훈련과 기술을 보여주도록 자원봉사영역에서 리

더쉽을 숙달시키는데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 NGO

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살펴보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만들기, 자원봉사자 관

리에 참여하기, 민주적 프로그램을 위한 리더쉽, 영성과 자원봉사주의, 현장

견학, 평가와 요약활동 등이며 관련서적 읽기 이다. 자기주도적이며 실용적

인 실습을 하게 한다.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는 실제 생활에서 지혜를 사용

하며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킨다. 전문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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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젼을 나눈다면, 새로운 주도권과 변화를 우리주변에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정은 2007년 3월에 시작하여 2014년 4월까지 12회, 201명이 수

료하였으며 자격증을 받은 지도자는 총 14명이다.

②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ector

in the next 5 to 10 years in Australia: Andrew Coghlan (호주 응급관리자

원봉사포럼(AEMVE) 회장): 향후 5~10년 호주의 응급관리영역에서의 도전과 

기회

-호주에서는 6천 4백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연간 2천만불의 경제적 기여를 하

고 있다. 이는 광산, 농업, 소매업보다 더 크다. 이중 50만명이 ‘응급관리’분

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AEMVF는 국가의 응급관리자원봉사자, 자원

봉사관리자, 기구 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자원봉사이슈에 대한 핵심 기준점

이다. 2001년 국가자원봉사회의의 권고에 따라 발족되었고 훈련, 법률, 인정,

파트너쉽을 포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관심거리와 요구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봉사리더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응급관리 자원

봉사자 사업계획에 중추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비용, 동시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응급자원봉사의 법률적 이슈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계획하

고 있다.

기후, 인구학적, 사회적, 정책, 기술개발, 자원봉사의 성격 등 변화하는 세

계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동호주에서의 화재는 더 커졌고 더 

심해졌으며, 어떤 지역에선 더 심한 폭우가, 다른 지역에선 더 가뭄이 심해

졌다. 태풍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다. 캔버라 시는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나이들어가고, 15-64세의 사람들이 220만명이며 인구의 15%는 장

애를 가지고 있다. 27%의 호주인들은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인구의 20%가 영

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직업의 이동도 잦다. 사회적으로는 

더 오래 일하고, 통근거리도 늘어나고 덜 벌고, 온라인 연결은 늘어났다. 자

원봉사에 대한 동기와 접근방법도 달라졌다.

정책의 진화-재난회복탄력성을 위한 국가전략(NSDR: 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silience)-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더 광

범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광범위한 일상의 문제에 더 효과적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NSDR은 무형의 응급상황과 재난에 절충적인 

접근방법이며 참여적 접근이다. 기구들과 섹터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며 연계와 협력을 극대화하며 다른 섹터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다. NSDR의 핵심과제는 초점을 재난과 위험에서 더 탄력적인 개인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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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방식 새로운 방식

예방/준비’대응/복구
새로이 정부, 기업, 지역사회를 망라하여 협력

적인 접근인 NSDR

높은 수준의 정부기금에 의존 자원봉사 성격의 변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끄는 강한 거버

넌스 모델,
소셜미디어의 사용

명령과 통제적 반응적, 직관적, 혁신적

높은 수준의 훈련과 기술개발 Mud Army(퀸즈랜드 홍수의 자원봉사자), 

지역소방 서비스적 접근/조직 Firefoxes, 

주/지역응급 서비스
Blazeaid: 2009년 산불 생존자를 위한 울타

리 쳐주는 것으로 시작된 자원봉사단

비영리 더 큰 범위
NZ student army: 그리스도교회안에서 사람

들을 돕는 학생자원봉사단

attitudes: 잘 조직되고 훈련된, 기술집

약적, 명령/통제, 헌신적인, 지역사회내

에서 설정된.

attitudes: 열정, 혁신, 유연성, 민첩성, 일회적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벤트에 동원되는

과제: 조직의 크기와 범위, 전통적인 해

결책 사용, 지속가능성?

과제: 독립적으로 일하게 되거나 집단을 형성

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역할이나 책임성, 거

버넌스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 개

인적인 영향과 책임성?

해결책: 잘 정의되고, 기술과 능력에 기

초한 역할배분

해결책: 이러한 노력들도 응급관리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통해 강화될 것

사회로 옮기는 것이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 정부적

으로, 전 지역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응급관리영역과 새로운 

활동방법들이 함께 강화되거나 통합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자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미디어의 역할, 도움을 제공할 시기, 이벤트의 중요성, 도움의 

필요정도를 알아야 한다. 자원봉사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미디어가 81%, 다

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62%, 자원봉사자로 불러서가 53%이며, 사람들

의 86%는 돕기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봉사자들은 39%

가 유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는 사건이 발생한 첫 주 이내에 78%가 참여하는데, 12%는 첫

날, 45%는 첫 며칠 이내에, 21%는 첫 주가 지난 이후라고 하였다. 도움을 주

어야 할 필요성과 돕기위해 필요한 것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과제와 발전은, 자원봉사기회와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 유연한 거버넌스, 기금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 열정과 

헌신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변화를 인지하고 수용해야 한다. 거버넌스 체계와 

과정은 폐쇄적이기보다는 지지적이어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활용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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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원봉사자나 그룹에게 응급관리에 대한 맥락과 통찰을 제공한다. 소셜미

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③ Building capacity of managers of volunteers and best practice in

volunteer-involving organisations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세우기와 자원봉사

자 참여 조직에서 최선의 실천 Vanisa Dhiru, Karen Smith(뉴질랜드 자원

봉사협의회)

-뉴질랜드 인구는 440만명이며, 성인의 1/4가 자원봉사자이다. 연간 2700만시

간의 자원봉사를 한다. 세계에서 자원봉사를 잘하는 나라 8위안에 든다. 뉴

질랜드에서 자원봉사의 정의는 자율성, 무보수성, 공익성이다. Volunteering

New Zealand는 뉴질랜드 국가자원봉사센터를 말하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

는 협의회며 자원봉사 센터로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와 정책리더이며 자원봉

사기관의 홍보를 맡고 있다. 조정, 주관, 촉진, 파트너쉽, 개발, 전문화, 다양

성, 지식,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자원봉사관리자가 함께 

자원봉사 기회의 개발과 인정을 하는 기관이다.

자원봉사리더들은 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개발, 사고방식 변화, 경력

개발, 투자를 해야 하며, 학습과 경력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다

루어야 한다. ‘Best Practice 가이드라인'은 자원봉사자 참여 기구안에서 인식

을 증대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기구들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

하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팁을 제공한다. 이전의 학습에 대해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학습과 경력개발을 공식화하는 

것, 숙달된 활동가들의 경험과 기술을 인정해주는 것이 지난 24개월동안 뉴

질랜드 자원봉사센터협회의 목표였다. 자원봉사조직들은 리더쉽을 개발하기 

위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문화를 바꾸며, 사고의 틀을 다시 짰다. 조직들은 

어떻게 자원봉사와 자원봉사관리자의 성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한

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은 인적관리, 조직내 관리, 조직내 리더쉽, 자

원봉사리더쉽 등 4개의 영역으로 자기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통해 우

리가 배운 것은, 당신의 일의 성과를 창조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

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자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

으며,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하라. 사람들이 원하

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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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목요일 오후 Breakout 2:00~3:30

2) Volunteering: Time given freely or a resource open to exploitation?

① Eventually I left: is workplace bullying an issue in the volunteer

sector? 자원봉사영역에서도 직장내 따돌림이 이슈가 되는가? Megan

Paull(Murdoch Univ. 호주)

-자원봉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 지엽

적인, 불연속적인 레져활동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직장

에서의 따돌림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자원봉사 조직들은 사회정의를 추구하

기 때문에 따돌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것이나 그렇게 되면 자원봉

사의 목적과 원칙에 충돌되게 된다. 머독대학에서 눈덩이 표집으로 서호주에

서 136명의 표본을 모으고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따돌림

이 자원봉사현장에서 이슈가 될 것인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원봉사에서 따돌림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이 34%, 1/3은 자원봉사현장

에서 따돌림을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따돌림 방식으로는, 동료가 수동공격적

인 태도로 행동했고 여러 사람을 화나게 했다, 집단을 성장시키는데 유용한 

아이디어나 제안에 따돌림시켰다, 클라이언트를 하찮게 대했고 나를 따돌림

시켰다,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제외시겼다, 내 뒤에서 험담을 했다, 등의 형

태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관리자  따돌림에는 자원봉사가이드라인을 지키

지 않으려는 공격적인 자원봉사자를 고객과 다른 자원봉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기, 경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봉사자들이 자신의 마

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한다든지, 오래된 봉사자가 새로운 

자원봉사관리자를 싫어해서 일하기 힘들게 괴롭힌다든지 하는 것들이 언급

되었다. 동료 따돌림에서는, 오랫동안 말기환자를 돌봐왔던 자원봉사자가 새

로운 자원봉사자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사처럼 군림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에게는 하찮은 일만 시킨다든가, 동료 등 뒤에서 거짓말과 

험담을 하면서 조롱하고 파괴적`고압적`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들이 제기

되었다. 자원봉사조직 차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따돌림에는, 자원봉사자에

게 적당치 않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강령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면서 서

명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 관리자는 티 타임을 

갖고 수다떨면서, 4시간동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데스크에서 그대로 

있게 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 병원에서 오염된 침대시트를 간다든가 하는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자원봉사자가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관리자는 자신

들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기만 하는 것,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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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조직의 높은 사

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치공작 같은 것 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회식이나 

모임에 특정 봉사자를 제외시키거나, 직원과 자원봉사자간 갈등, 먼저 활동

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것,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것 등이 따돌림 행동의 범위에 

들어갔다.

자원봉사자 권리와 옹호 운동단(Volunteer Rights and Advocacy Working

Group)은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113개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는데 그 

중 1/3은 따돌림이라고 주장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관계, 제외, 성격충돌이었는데 이것도 따돌림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연

구결과 자원봉사현장에도 따돌림과 그와 관련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자원봉사자 배치에 조직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

가 요구된다. 봉사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부적절한 행동들이 무엇인

지 규명하여 이러한 것들을 정책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주어야 하고 이같은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규정준수하고 확

인하여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② A tool of Measuring Social Engagement in a Volunteering

Community 지역사회 자원봉사에서 사회적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Magaret Bell(호주: Chain reaction foundation):

-지역사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는 유형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차

원들은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존재한다. 유형의 차원

이란 자원봉사가 사회적인 모임으로 인식되고,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 구성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공공의 삶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적인 조

직, 지역사회 안에서 토론을 촉진시키고, 의사결정자들을 위해 과제와 안전

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의 차원들간의 연결이란 강력하고 

다양한 리더쉽을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네

크워크도 연결하고 양식있는 지역사회 토론이 그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규

준이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현장, 가족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며, 개인

의 이익을 더 큰 지역사회의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할 목적은 명확한데, ‘우리 모두

는 함께’라는 공공의 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열망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

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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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olunteering Australia's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자

원봉사 정의의 변화가 주는 함의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Claire Ellis et al. (Tasmania 자원봉사센터, 호주)

-호주 여러 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는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이 정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원봉사 정의

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확인하고 정의가 변화되었을 때 생기는 

기회들과 자원봉사 정의가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함의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자원봉사 정의는 비영리조직이나 비영리 프로젝트의 활동만을 공

식적으로 인정했다. 즉 자원봉사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에게 유익해야 하

고, 자원봉사자 자신의 자유의지와 어떠한 강요도 없으며, 어떤 재정적인 댓

가도 없고, 지정된 자원봉사자 지위에만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

존하는 자원봉사 정의는 1996년 자원봉사의 범위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발되었다.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돈을 받진 

않지만 사회봉사명령 같은 일들과 구별되는 자원봉사의 핵심을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자원봉사의 다양성은 항상 존재해왔고 다양한 버전의 자원

봉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애매한 중간 영역들

-기업, 일화성, 아주 작은 단위, 가상의, 비공식 자원봉사, 위기 자원봉사 등-

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2년 호주 자원봉사선언문 보고서(state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report)는 자원봉사의 국가적 정의에 주도적인 검

토과정을 시작하였다. 타즈매니아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

한 새로운 선언문을 만들었다. SA(South Australia)와 Victoria 주, 서호주도 

인정했고 모든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의 네크워크에서도 인정했다. 새로운 자

원봉사의 정의는,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를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글로벌

한 다양성을 인정한다.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는 지정된 직책

을 하는 것(공식)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비공식) 것을 포함하며, 자유의지

로, 강압없이 하는 것(자율성)이며, 무보수성, 자원봉사자에게 유익하고, 지역

사회에 유익한 것 모두를 포함한다.

2011년 한국에서 열린 제13차 아태지역 자원봉사컨퍼런스 특별웍샵에서 

참가자들은 자율성, 이타주의, 무보수성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자원봉사 정

의로 인정했으나 동시에 자원봉사는 이기적 대 이타적, 자율성과 강제성, 보

수성과 무보수성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연속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했었다. 자원봉사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은 측정하기 어렵고 복합적이다.

그래서 타즈매니아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의 특성’진술문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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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택했다. 자원봉사는 모든 세팅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자원

봉사자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된다(유익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원봉사

는 자원봉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보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원봉사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전

적 혹은 인센티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volunteering'이란 단어와 

’voluntary work, unpaid volunteering, civic participation, community

engagement...'등의 단어가 자원봉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2015년 초에

는 현재 단계에서 개발한 정보와 툴을 사용한 정의를 검토하는 모임을 시작

할 것이고 2015년 중반까지는 새로운 정의에 대한 초안을 만들 것을 계획하

고 있다.

목요일 오후 마지막 breakout

3) 주제: Strengthening the core: volunteer management and training

① Qualifications in volunteerism enhancing capacity or waste of

time?: Peter Heyworth(Nothern Volunteering SA. 호주)자원봉사자격증제도

는 역량강화인가 시간낭비인가?

-호주 자원봉사영역에서 고안된 두 개의 자격제도에 대한 소개로 자원봉사자

를 위한 1-3단계 자격증과 자원봉사프로그램 관리 전문가를 위한 4단계와 심

화(Advanced 디플롬)과정에 대한 것이다. 호주는 2000년 초기에 Active

Volunteering Certificates를 개발했지만 다들 사용하진 않았고 자격증제도는 

6년전 다른 정부인증 자격증제도와 함께 국가훈련의 의제로 옮겨갔다. 국가

적으로는 많은 등록된 훈련기구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자격증을 제공해

왔다. 2013년 국가훈련패키지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원봉사자의 자격증제도를 

없애야 한다면서 자격증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대한 

결정은 2014년 10월로 연기되었다.

자격증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관리자를 공식

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맞는 특별히 고안된 역할이 있는 것인가? 자원봉사자

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에 효과적인가? 자격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엔 무엇

이 있는가? Nothern Volunteerg(서호주, 호주)는 3년동안 모든 레벨을 다 마

친 60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훈련의 질

과 기업의 기대에 대한 반응성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자격

증 제도는 자원봉사리더쉽,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자, 지역사회 역량을 키

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훈련은 자원봉사조직과 학습자

의 요구사항에 맞춰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훈련을 시켜 평가,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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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훈련의 잇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resourse/프로그램 관리자

자원봉사자가 현재 자신의 능력을 

인식할 수 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받게된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원봉사 경험을 강화 전문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교육적 효과 새로운 기술에 입문할 수 있다.

고용으로 가는 효과 현재 가진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기술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

의사소통 기술 모집, 선별, 보유
팀활동 프로그램 설계
관리 작업자 훈련 및 개발

작업장 안전 작업장 안전
다양성 전략

자원봉사정신 정책개발
작업에 맞는 역할 팀/다양성

책임수준

주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자격증 과정은, 훈련강사의 자질과 비용, 기금, 고용의 기회 등에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② Emerging Volunteering-The way forward: Yuen Yee Elsie Wan,

(Hong Kong 자원봉사청)

-발표자는 자신의 자원봉사자로서의 경력의 변천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새로운 자원봉사의 트렌드는 정보기술(IT) 지향적이고, 노인이나 청소년에 의

해 이끌어지며 비전통적, 혁신적(파괴적인 혁신)일 것이다. 자원봉사의 목적

도 경제적인 욕구, 사회적/개인적 욕구에 의해 참여하고, 양적인 부분과 질

적인 부분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응급시에만 하는

지, 특정한 팀을 만들어 모집하는지, 논의하였다. 혁신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줄 Functional Group(리더집단)이 필요

하다. 자원봉사자도 경험이 쌓이고 리더가 되면 기능집단이 될 수 있다.

Specific 팀이 구성되면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게이트로서 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③ Raising the standards: Australia's new national standards for

involving volunteeers. Mara Basanovic(서호주 자원봉사협의회장), Adrienne

Picone(태즈마니아 자원봉사협의회장), Evelyn O'Loughlin(남호주 북호주 자원봉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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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국가 표준

-호주에서 자원봉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의 6개주는 서로 협력적으로 일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현재의 표준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

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졌다. 표준에는 정책과 절차, 관리와 

책임, 모집, 업무와 작업자, 훈련과 개발, 서비스 전달, 서류작업과 기록, 지

속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타당성, 기능성,

영향력, 유용성, 지위, 규정준수 등 자원봉사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들을 절약하고 한 개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며, 섹터들을 연결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준에서는, 자원봉사자 존중, 가치, 규준준수, 거버넌

스, 자산, 목적, 통합성, 잠재력, 역량, 기대, 영향, 투자들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적이어야 하고, 보상, 모집에서 사회적 맥락안에서 지역사회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비젼을 가져야 한다.

9월 19일 금요일 오전 Forums:

4) 주제: Disaster and Emergency Service Dialogue 좌담회 형식

필리핀 적십자사 Corazon Alma de Leon: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로 2013년 11월 필리핀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옌’으로 타클로반에서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약 950만명

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원봉사를 위해  59,949가족이 도착했고, 68,000여명이 

식사 등을 도우며 봉사했다. 31,826명의 자원봉사자가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

당했고, 8,300여 학생들을 위해 166개 교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1,256명

이 헌혈하여 1,774명이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할 때, 동

시에 봉사자가 몰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책임을 나

누고, 이동수단을 배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홍수가 닥치기 전에 댐을 비웠고,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필리핀에서 NGO는 정부를 불신

하고 있다. 이제 뭔가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Raelene Thomson(호주응급관리청장): 재난시 각 자원봉사자들이 가진 

능력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전략은 국가기관에서 세우고 각 지

역사회는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정부는 자원봉사자를 잘 관리

하여 국가역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자원봉사 리더쉽 프

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기술과 재능, 경험을 확인하

고, 리더쉽 정도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자원봉사협

의회와 미리 협의하여 함께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봉사단체 조직과 국가커

리큘럼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하기도 한다. 또한 자원봉사협회와 함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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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고유하고, 봉사단체 조직과 내셔널 커리큘럼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하

기도 한다. 자원봉사센터들은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정보를 서로 공유하

고 자원봉사자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Louis Davix-IBM: 대형재난은 매우 복합적이다. 필리핀 정부에 재난시 IBM

은 최고의 리소스를 제공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IBM에서 볼런티

어를 소집한다. 재난 현장 근처에 우리 직원이 있는가 확인하고 기부를 유도

하고 IBM의 기술을 사용한 기술적 도움을 주는데, 각자의 정상적인 업무는 

수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 자신이 봉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 현지 정부가 

그들 자원봉사자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맞추어 활동한다. NGO의 요청에 의

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도 하고, 복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부하기도 한

다. 활동의 주요 관심은 직원의 기대이며 회사는 그를 위해 뭘 줄까 물어본

다. 커뮤니케이션을 주의깊게 한다. 직원이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격려하고 

보낸다, 그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IBM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다.

Stefan Agerheim - 스웨덴 적십자사: 아시아의 여러 재난이후 어떻게 준비해

야 하는가? 가 고민해 오는 주제이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fact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볼런티어 명단은? 어떻게 그들과 커뮤니

케이션 하는가? 그들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나? 재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는 어떻게 하나? 를 논의한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판

도라 상자같다. 사건이 발생하면 지원에서 다룰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 지 토

론해본다. 봉사자의 역할, 임무를 나누고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리소스들을 

확인하고 함께 의논해야 한다. 점점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자가 증가되고 있

다.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점을 보도하도록,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

하다.

9월 19일 오전 Breakout

5) 주제: Volunteering and Social Economy: Two sides of the same name

① Development of a Win-Win Model for the Expansion of the

Ecology of both/Volunteering and Social Economy: 김현옥 한봉협 사무총

장

자원봉사관리협회(KAVM)의 2013년도 자원봉사와 사회적기업의 생태 확장

을 위한 윈-윈 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기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및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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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

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배양하는, 매우 유사

한 목표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협력과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원봉

사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을 기회라고 보기보다는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이윤추구 활동으로 보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협

력하지 않으려 한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섹터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두 개의 

섹터는 상호의존적이고 순환관계를 갖는데도 양쪽의 사회적 경제 섹터의 기

본적인 생태체계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태체계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

민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

하기 위해 학구적, 실용적 시각에서 두 개념을 비교분석하였다.

② The Value of Volunteering: beyond the value of time-towards a

method for quantufying the other impacts of volunteering: Dr. Lisel

O'Dwyer(Flinders 대학교 사회정책교실, 호주)

자원봉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자는 호주 전역에서 

상당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반인 뿐 아니라 정부와 정책결

정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제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2011년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office of

the ageing의 남호주 노인의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와 노화의 분석에서 시

작되었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수혜도 포함하였다. 더불어 남호주와 호주 전

체의 모든 연령대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실시했

다. 자원봉사 시간을 포함, 인명구조, 범죄감소, 노인돌봄, 건강등 사회적 다

중적 효과도 측정하였다. 비용 및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가 경험하는 감정까

지도 측정하여 환산하였다.

자원봉사자 한 사람의 임금은 시간당 36불의 가치로 환산되었다. 2014년 

가치로 추정하면 1300억불에 해당하며 2014년 호주 GDP(1.5조달러)의 9%에 

이르는 수치이다.

한 자원봉사자의 시간은 자원봉사자, 수혜자, 수혜자 가족, 정부/프로그램 후

원자, 직원, 사회, 노동자, 지역사회, 기구에 유익을 끼친다. 9가지 유익 중에 

4가지만을 계산한다해도 10불의 계산이 나오고, 자원봉사에 또 다른 1,300억



- 70 -

자원봉사 비용(2010년) 정부지출 (2012-2013년)
다른 산업영역의 

생산가치(2013-2014)

시간과 inputs;

1,300억불

다른 이익,정서적이익:

1,300억불

다중적 효과:

200억불

구조된 생명들:

80억불

조직의 비용들:

20억불

보건: 320억불

교육: 102억불

여가와 문화: 22억불

국방: 220억불 

광업: 1,640억불

농업: 290억불

소매업: 520억불 

불의 이익이 발생한다. 2012년 Lau, White와 Schnall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

들은 아주 높은 강도의 부정적 정서를 피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 

한 시간에 평균 140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원봉사로 얻는 긍정적 

정서의 가치는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만 강도가 약하므로 20불로 계산하였

다. 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적어도 세 사람(본인, 가족, 수혜자)가 유익을 얻는

다. 2010년에 850만명이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을 했으므로 총 2,600만명

이 행복해졌고 그것은 270억불이라는 총계를 만든다.

간접비용은 사망률감소로 4,600만불, 범죄가 감소된 비용 57,200만불로 한 

시간의 자원봉사는 사망률과 범죄율에서 14불의 비용감소효과를 보인다. 경

제적 성장은 27,800만불이며 약 200억불의 효과를 낸다. 자원봉사의 많은 형

태는 직접적으로 인명을 구조한다(산불진화, 서핑에서의 인명구조, 상담/자살

예방전화, 응급구조원).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활약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지, 죽게 되었을지에 대해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의 값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보험,

배상, 의료연구 등 실생활에서 매 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2008년 호주

인 한 사람의 가치는 통계적으로 평균 600만불 이었다. 구조된 생명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서 추정을 해보았더니, 한 생명은 2014년 호주달러로 8백만불

의 가치가 있었고 호주에서는 매년 1,000명이 구조되고 있으므로 연간 구조

되는 생명의 가치는 80억불에 이른다.

자원봉사의 실제 또는 추정가치는 자원봉사로 얻는 이익과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였다. 호주에는 60만개의 비영리조직이 있고(2010년 통계), 각 조직은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각 조직은 연간 한 사람의 자원

봉사자마다 200불을 비용으로 쓰게 된다. 결국 총20억불의 비용을 쓰는 것이

다. 즉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900억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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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약 2,900억불/연 총계: 664억불 총계: 2,450억불

③ Member Volunteering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 Debbie Hall, CPA 호주

-호주 회계사협회는 협회원을 대상으로 2014년 자원봉사현황 조사를 온라인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199 회원의 36%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에 참여하고 있었고, 참여시간은 1주일에 1시간-5시간이 48%로 1위, 6-20시

간이 34% 였다. 활동분야는 스포츠와 교육분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다

른 기관의 이사나 회계담당자로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은 39%였다. 3년이내의 

자원봉사 경력이 52%, 5년이상 된 사람도 36%였다. 50세 이상일수록, 남자회

원일수록 10년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자원봉사는 관련기관의 직접적

인 요청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남자들은 기관의 직접

적인 요청, 여자들은 가족/자녀, 사업동료 들의 요청으로 참여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활동 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자원

봉사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의 행

정적 기준이나 수준이 미달되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것,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참여는 전문가 책무성

의 일부분이고 회계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breakout

6) 주제: Activism, Advocacy and volunteering: The three faces of Eve

① Volunteers: Advocates and Activists: Anne clear(Murdoch Univ. 호

주)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정부나 사적인 영역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에서 교육, 사회적 

요구의 대변, 민주주의 강화, 정책과정에의 참여, 정책결정과정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Advocacy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말한

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Advocacy는 정부 위원회에 위

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advocacy와 보이콧 같은 급진적 혹은 간접적 옹호

가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먹이를 주는 사람을 무는 꼴이 될 수 있다. 본 연

구는 비영리단체가 옹호활동을 하는지, 비영리단체가 기금제공자와의 위험없

이 옹호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NPO들은 옹호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옹호실천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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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중요한 옹호자였다. 하지만 

활동은 외부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되어졌고, 임무를 확산하는데 지역사

회 참여가 필요하였다.

②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s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consultation: Rodrigo Morales Munoz(University

college london, Mexico)

-'local 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지

역사회 모두와 맞물려 있다. Manizales의 사례는, 1994년에 만들어졌고 Bio

Pla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른 

영역들과 지역사회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agenda 21’에 기반하였다. 화산폭

발로 Morales 지역에서 수천명이 사상당했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커피농사

를 몇 년동안 지을 수 없었다. 이 지역에 대 기업이 들어와 그 자리에서 새

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정부는 방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

이 ‘agenda 21'과 협력하여 참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지역을 친환경 공원

으로 조성하게 만들었다. 이 활동은 UN의 관심을 얻게 되기도 하였다.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은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진다. 라틴 국가들은 교육은 큰 이슈이며, 정부의 부패율이 아주 높다. 모

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많이 모이도록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에서 도시화는 무절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인식도 부족

하고,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반면 선진국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사회에 대

한 자각, 포괄성이 있다.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옹호활동에 참여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격려하며 가치를 알려준다. 자원봉사자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창조적인 결과를 얻

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와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정부와 다른 섹터

들간에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다.

③ Volunteer voices in the corridors of power: Carolyn Grenville(NSW

암협회, 호주)

-암협회 자금의 96%는 지역사회로부터 나오고 정부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암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홍보하고 옹호하며, 암예방활동을 펼치고, 암환자를 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에는 36,000명이 여성 암으로 고통받고 이는 지

역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 advocacy 운동을 통해 암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운동의 결과로 내년 7월부터 New

South Wales의 식당,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학교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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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advocacy를 위해 의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한다. 우리 단체는 국회

의원들도 참여시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8월에는 수선화의 날(암 없는 

날)을 기념하고, 기금을 모으고 핀이나 마스코트들의 복장을 하기도 한다.

advocac의 사례를 널리 알렸다. 회원활동은 철저히 개인에서 시작되었으며,

협회는 각 개인 참여자들을 훈련시켜 암협회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

였고 이 운동은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활동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비정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엔 30대에서 70대까지의 성인들이 자원봉사를 배

우고 실천하러 오신다. 시간이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의 학력도 올라가고, 봉

사활동으로 얻어지는 실제적인 이익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자원

봉사관리자로서 반가움과 우려가 같이 있었다. 학력이 올라가면서, 자원봉사

현장을 자신의 경력개발의 징검다리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에서 자원

봉사자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자원봉사자 개인의 이득에 관한 것을 백안시하

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원봉사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가 돕는 수혜

자들의 권리나 법적인, 환경적인 변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advocacy 활

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평가 및 제언

컨퍼런스에 참가하기에 앞서 시드니에서 여러 자원봉사기관의 대표들이 

common wealth Bank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해주고 질의응

답을 받았다. 바쁜 월요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단을 위해 

참가해준 것에 인상이 깊었다. 또한 시드니 지역의 한인여성회의 대표들도 

초청하여 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알릴 기회를 주어, 깊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40여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호주인들이 600

여명이었다니 순수 외국인 참가자는 200명 정도였던 것 같다. 대회 첫 날 환

영만찬에서 호주 국가를 영어와 원주민어로 각각 부르는 장면이 인상깊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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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여러 발표자들이 발표 서두에 호주의 선조들에 대해 감사인사를 히

는 것은 무척 특이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섯 번의 국제 자원봉사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이슈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자원봉사, 기후변화, 기

업봉사, 재난에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관리 등의 주제에서, 자원봉사가 새로

운 기술을 읽히고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기

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원봉사의 

동기가 직업탐색이나 일회적인 것이면 이기적,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이

타적인 것이어야만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에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

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직업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까지 금전적으

로 환산한 연구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자원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한 자원봉

사활동에서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는 advocacy가 강조되어 자원봉사자와 수

혜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수혜자의 환경,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자원봉사는 소극적

인 활동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발

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자원봉사활동, 특히 자원봉사자들에 의

해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주민참여로 생태를 보전

하는 운동도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부패도 남아있어, 지역의 정치인, 지역

의 기관장, 시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자원봉사활동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은 안타까웠다. 자원봉사가 개인과 이웃을 넘어 전세계가 함께 힘을 

합하여 소통하고 연결되어야 함을 느낀다.

컨퍼런스 중간 중간에 호주 자원봉사 부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설

명도 들었으며, 여러나라의 자원봉사자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브로슈어를 나

누며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재미있었다. 행사장 주변에서 보라색 단체복을 

입고 정성껏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자원봉사자로서 고마움을 

느껴 준비해간 작은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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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희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2014년 제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평가회의 참가 보고서

(보고자 : 과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변경희)

Ⅰ. 제23차 IAVE 세계 봉사자대회 참가 목적 

경기도 과천의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과

천 봉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지식없이 남을 

돕고 싶다는 동기가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여 동안 봉사 센터에서 

일하면서 봉사 활동의 목적이나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봉사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자원봉사자 세계회의에 참가하게 되었고 

봉사자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와 자원

봉사자의 다양한 영역과 방향 그리고 제도 기타 등을 알게 되었고 선진 자

원봉사자로서의 보람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Ⅱ. 참가 프로그램 

1. 공동 프로그램 

1) 세계자원봉사대회개회

   발표자: 세계자원봉사협의회 (IAVE)  이 강 현 

- 이강현 회장은 2008년 ~ 2014년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직 역임 

- 2008년 이후 IAVE는 자원봉사계의 글로벌 리더쉽 기관으로 성장,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 전세계 40%의 국가 자원봉사센터가 IAVE의 회원이 되었고, 현재 전세계 

91개국으로 개인 및 단체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IAVE는 유엔자원봉사(UNV)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2015년 이후 

전세계개발 아젠다에서 자원봉사가 중요한 사안임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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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우리는 자원 봉사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기술, 에너지, 헌신, 참여를 가

져오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

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 자원봉사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기관과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

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강력하고 헌신적인 리더십

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Volunteering:the role of government,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 (정부,시민의 역할과 post 2015 개발상황)

 발표자:유엔볼런티어 (UNV) , 리차드 딕터스 (Richard Dictus) 

- 전 세계 자원봉사자의 에너지와 열정을 대변하는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는 전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2000년 UN을 통해 채택되었다. MDGs의 8가지 목표는 첫째, 절대빈곤

과 기아퇴치 둘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셋째,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넷째, 유아사망률 감소 다섯째, 모성보건 증진 여섯째, 에이즈등 질병퇴치 일

곱째,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여덟째, 이 모두를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8개의 목표중 상

당부분에서 훌륭한 상과를 거두었다. 

- 정부의 노력이외에도 우리 모두가 시민적 참여를 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한 요소로 작용했다. 

-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지역 사회나 세계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 날 수 없

다. 다른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여야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 가장 경제적이고 대규모이며 공동 목표를 가슴에 지닌 사람들은 함께 모

일 수 있는 힘은 자원 봉사에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세계의 발전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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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볼런디어와 IAVE, 전 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자원 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됨을 다시금 다짐

하는 시간이 되었다. 

3) Considering Volunteering & Building Engaged Communities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발표자: 

 Simon Mcbean Amanda Mukwachi (유엔 자원 봉사자 지식 혁신팀) 

 Robert Fitzgerald (아동 성범죄 예방기구) 

 Catherine Yeamans (미션오스트레일리아) 

- 자원 봉사가 발현되기 시작한 철학적 중심 지점이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일 수 있다. 

-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만든다. 

-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

요한 요인이 된다. 

-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재난 재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자원봉사가 가지는 의미는 더 크다. 

- 자원 봉사를 주관하는 관점이나 생각, 용어에 대한 합의와 통일이 필요하

며, 자원봉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임팩트가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을 demonstration 해야 한다. 

- 여러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의 자원봉사 방향을 고민하는 시

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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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프로그램 

1) Volunteering and Faith (자원봉사와 신앙) 

발표자:Eugen Baldas( IAVE 이사, 유진 발다스) 

-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인 자신의 영성과 종교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순

례(pilgrimage)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 유럽의 성자 제임스가 걸었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인데 길도,, 표식도 대피

소도 없었는데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숙소나 대피소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순례 경로 표시, 장애인이나 몸이 아픈 순례자들 지원 등으로 현재 성 제

임스 길은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1987년 유럽문화의 길(European Cultural Route)로 지정에 기여를 하였다. 

- 성 마틴 (‘나눔’을 상징하는 성자) 순례자의 길을 문화탐방조로 지정받

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이러한 자원봉사의 노력으로 현대사회의 순례자들의 진정한 휴식과 자신

을 위한 시간을 걸으면서 영적인 힘에 대해 느끼고 자신을 찾아 가는 과정

을 경험케 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2) Building a Grobal & Community Partnership (글로벌 기업과 지역 사회의 

파트너쉽 구축)  

발표자 : Diane Solinger (다이인 솔린저, 구글) 

- 구글의 사회공헌 형태를 설명해 주고, 현재 38%의 구글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구글러 중 60%는 미국에서 그리고 40%는 해외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의무라고 생각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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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각 지사마다 구글 사회공헌팀에서  구글러스기브 대사를 선정

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문화에따라 최적화를 시키는 등의 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외에도 구글에서는 활발하게 Google Serve 라는 이름

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멘토링, 굶주림 해결, 노인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통해 모두 Connected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Partnership : The Exciting Frontier with stronger Outcomes  

(파트너십: 더 강력한 성과를 위한 개척자)

발표자 : Jeff Hoffman, Grobal Philanthropy and Civic Engagement 

(제프 호프만)

- 파트너십을 이룰 줄 아는 문명화된 지구는 두 개의 helping hands로 만들

어 진다. 

- 좋은 파트너십은 서로 연결된 톱니바퀴(gear)와 같아 잘 맞아 돌아가서 조

화를 이뤄야만 좋은 파트너십이 가능해 진다. 

-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 예로 CHOC Children과 디즈니의 사례가 있고, 디

즈니의 리더십과 아동병원의 리더십이 연결된 것이었으며, 디즈니가 했던 기

여는 금전적 기부도 매우 중요하나 병원 내에서의 변화에 있어서 더 큰 의

미를 가진다. 아동 환자들의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방

문토록 환영하고 안내하는 역할로 병원 로비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다. 

- 디즈니 자원봉사자들은 아동 환자들과 게임도 하고 함께 놀아주며 매우 

실질적인 (very practical) 역할을 하였다. 

- 노력, 시간, 열정, 재능 등을 다해 활동한 것은 병원 뿐 아니라 디즈니에게

도 분명히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파트너십도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

에 적합한 파트너와 함께가 강력한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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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인 핸즈온 팀, 코칭전문봉사단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 해설봉사 및 일반봉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자원봉사자

들에게도 새로운 봉사 계획을 세울 때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IAVA 세계 자원 봉사자 대회 포럼과 관련 주제의 세부 섹션 내용을 봉

사자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토의하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2. 평가 및 제안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많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개선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서로 대화하고 사귀

면서 전세계적으로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

들이 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열망하고 있음을 

깨달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봉사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

며 주위 동료 봉사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향

후 본인의 자원 봉사 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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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애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

   제23차 IAVE 호주대회 결과보고서

                                        

                                             신정애/한국자원봉사포럼 

Ⅰ. 대회참가목적

-세계자원봉사의 New trend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함

-단 한 번의 호주 방문에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으나 호주자원봉사활동 현황

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함 

-이번 대회의 주제인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자원봉사”가 어떻게 세계

시민의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지 자원봉사의 새로운 정의와 

movement에 대한 재해석의 탐구

-최근 한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온전한 시민성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논의의 지점을 파악하고자 

함 

-현장에서 체득한 흐름을 우리 기관의 사업에 적용함

-대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참가자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킹, 친화력 제고 등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공통프로그램

1)기관방문

(1)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NSW office of communities)

발표자:헬렌 로저스(Helen Rorers)

-호주는 국민의 36%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5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NSW 주에서만 200만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NSW는 2년 전 국가자원봉사전fir을 개발하였음

〔NSW주의 자원봉사전략 주요내용〕

․좀 더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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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며,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향상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성과를 축하한다

(2)커먼웰쓰은행(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

발표자:네이든 바커(Nathan Barker)

-전 세계에 5만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개인과 기업뱅킹이 주요 업무

-지난 해 25,000여시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봉사활동 참여:쿠킹, 가드닝 등

-스쿨 멘토링: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의 사회적 경제스쿨 개설하여 기술함양 

및 고용지원

-프로보노 서비스:임직원의 전문능력을 비영리조직에 재능나눔

(3)NSW 자원봉사센터(The Center of Volunteering)

발표자:젬마 라이게이트 소장(Gemma Rygate)

-우리나라의 한봉협과 같은 역할 수행

-자원봉사 전략수립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센터의 비전

․개인과 조직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자원봉사교육과 역량강화

-협력과 멤버십:주요기관 및 다양한 단체와의 긴밀한 혐력관계 구축(Good 

Governance)

(4)호주 적십자(Red Cross Austalia)

발표자: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1914년부터 창립기념봉사활동으로 활동 시작

-자원봉사 인정기준 및 원칙제시

-호주 전역에서 4만명, NSW에서 1만명이 적십자회원임

-4년전 자원봉사 프로젝트 매뉴알 제작

-일회성 자원봉사가 아닌 지속적 자원봉사로의 유도 목표

-Plus Effect Campaign: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을 비영리 조긱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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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드니 한인여성회(Sydney Women Association)

발표자:아그네스 심 회장(Agnes Shim)

-호주 내 한국이민여성 및 타국가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활동

-현재 교민사회를 넘어 호주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

-이민자글이 호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1,200명의 회원 중 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정기적 활동

2)전체 프로그램

〔18일 총회-1〕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발표자:이강현 회장

-2008년 이후 IAVE는 자원봉사계의 글로벌 리더십기관으로 성장

-IAVE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목표로 이루어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글로벌 네

트워크임

-현재 GCVC는 50여개의 글로벌 기업자원봉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IAVE는 전세계 91개국으로부터 700여명의 개인 및 단체회원을 보유하

고 있음

-지난 9월 IAVE 이사진은 2015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개발목표” 성명서

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

임을 발표

-자원봉사는 기술, 에너지, 헌신, 참여를 가져오고 지엳사회에 혜택을 제공함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해야 함. 이를 위

해서는 강력한 국가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함. 시민사회와 자원

봉사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함

〔18일 총회-2〕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발표자: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한 단체들은 국제 자원봉사조직들임

-시민사회의 협력과 그들의 도움은 실제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보

고서를 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였음

-이 보고서는 올해 유엔 총회와 그보다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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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낮은 자를 향하는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의무임

-호주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금지하기 위한 안건이 대법원

에 상정되었음. “호주에서는 누군가가 믿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 누구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산주의를 금지할 수 

없고 공산주의의 흥망은 억압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과 논의를 통

해서이루어질 것이다”. 이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음.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중요함. 

-1966년부터 호주는 ‘백호주의’를 없애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 다양성

을 존중하고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

이 노력했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들,  학생들,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호주

에서는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원주민, 공산주의자, 에보리진, 여성, 이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다름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음.

〔19일 총회〕

유엔볼런티어(UNV)

발표자:리차드 딕터스(Rechard Dictus)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의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발표

-MDGs는 전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UN을 통해 채

택되었음(8가지 목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

등 및 여성능력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이 모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MDGs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가장 경제적이고, 대규모이며, 공통의 목표를 가슴에 지닌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힘은 자원봉사에 있음

-2015년 이후 MDGs가 끝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뒷받침 될 것임 

〔19일 오전 포럼〕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

토론자:Mary Morter(차관), Everyin P'Loughlin(남호주 자원봉사센터장), 

Wendy Osbone(볼런티어 나우 대표)

-캔버라 시 정부의 자원봉사활동은 적십자, 병원 등에서 시작

-1년에 3일씩 자원봉사 휴가제 실시-누구나 원하면 직장에서 3일간은 근무



- 85 -

중 자원봉사 허가 

-집권정당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예산이 달라짐

-정부, 기업, NGO가 참여해 6개년 계획을 수립함

-전세계 자원봉사자의 가치-300 billion 달러(3000억 달러)

-북아일랜드의 경우,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자임,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필요함

〔19일 오후 총회〕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발표자:Simon Mckeon(맥쿼리그룹), Amanda Mukwashi(유엔 자원봉사자 지식

혁신팀), Robert Fitzgerald(아동성범죄예방기구), Catherine Yeomans(미션오스

트레일리아)

-자원봉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하는 필

수적 주제라고 생각함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이름을 불러

주고, 우리가 왜 무엇을 하는지 말해줌

-참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를 맺고,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함

-기업자원봉사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

는지 들어주는 것임. 비영리 조직이 지역사회가 아닌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슬픈 일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원봉사가 발현된 철학의 중심임

-어떻게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됨.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그것은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임

-매일매일 필요한 기술이 달라지고 있음. 모금,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함

-자원봉사의 impact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측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을 

demonstration해야 함

-지역사회가 바뀌었고, 사회 문화 경제가 달라졌음. 지역사회를 재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선택프로그램

18-3-8 청소년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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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 and Volunteering:The time of Their Lives?

1)주제:미래지도자 양성, 서호주 제3섹터의 자원봉사(호주)

발표자: 아드난 비스람(Adnan Visram, 서호주대학)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음

-Guild 대학교의 경우, 교내 자원봉사센터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및 실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함

-대학에서의 자원봉사 인턴십은 멘토링과 트레이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Guild 대학교의 경우, 대학생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허브가 있음. 국적을 불

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이른 아래 다같이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

고자 함  

19-1-2

미래의 자원봉사(Volunteering and Trendsetting: What does the Future Hold?

발표자:Judy Esomd(에디스코완 대학)

-미래에는 장기봉사에서 일회성 자원봉사로 변화될 것임

-향후에는 가정에서의 자원봉사, 가족봉사활동, 일회성 자원봉사, 인터넷 자

원봉사 등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타 자원봉사(Cut the brick small) 

19-2-2

자원봉사의 가치(The value of volunteering)

발표자:Lisel O'Dwyer

-2011년 처음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경제적 가격으로 환산한 연구를 하여 

화제가 되었음

-이것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결정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음

-손에 잡히지 않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제

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 연구는 자원봉사의 시간을 포함하여 인명구조, 범죄의 감소, 비용 및 자

원봉사자 및 수혜자가 경험하는 감정까지 측정하여 환산하였음

-

Ⅲ. 참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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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적용사항(느낀 점)

-자원봉사의 흐름과 동향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음

-자원봉사의 기술, 방법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다

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음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호주의 최초 거주자인 Aborigine(호주 원주

민)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음. 그러나 실제

로는 시드니,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에서 Aborigine을 볼 수 없었음.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 외진 곳에 그들만의 군락을 이루며 주류와 섞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Aborigine에 보내는 예의와 존경이 한낮 제스추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공간이동을 통하여 ‘나’ 또는 ‘우리’의 지점을 객관화시켜 보는 작업

이 가장 큰 소득이었음. 

2. 평가 및 제언

-주최측의 두 번에 걸친 사전 워크샵과 철저한 준비가 참가자들에게도 진지

하게 전해져 현장에서도 모든 세션마다 집중할 수 있었음. 

-대회 시작하기 전 기관방문의 구성과 내용이 알차고 좋았음

-전 세계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경제적 가격으로 환산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

다는 것을 느꼈음. 자원봉사 그 자체로서 ‘삶의 존재방식’이 되는 것은 이

미 지나가버린 유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음 

-전체 참가자 중 호주사람들이 80%가 넘는다고 함. 호주 이외에 가장 많이 

온 외국인 참가자가 한국이라고 할 때 한국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고 봄.

-Fulltext가 없는 세미나는 처음이었음. 발표내용의 전문이 담긴 자료집이 준

비되지 않아 불편했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참가국에 대해 친절하지 않았음. 단지 웹사이트

에 다 있다는 식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음.

-행사장 로비에 설치된 홍보전시물이 생각보다 작았음. 좀더 많은 나라들의 

홍보물이 전시되었다면 더욱 퐁요로웠겠다는 생각이 듬. 한국 측에도 미리 

알려줬더라면 한국의 자원봉사를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오스트레일리아 일색이었던 로비의 부스는 좀 단조로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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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밸류가든 대표>

결과 보고서

2014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제23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이  름: 오영수

기관명: 브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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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공감적 경험으로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누

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인생의 전환점

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현장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간 자원봉

사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일상의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각박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자원봉사의 감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 감동이 감정적인 수준에서만 머물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영역의 돌봄 활동들이 많은 반면, 이슈를 기반으

로 한 참여활동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일회적, 일시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자원봉사나 청소년 자원봉사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

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의 평가도 소감을 

물을 뿐이지 왜 그 활동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성찰적인 접근이 없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출발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누군가를 

돕는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공감을 통해 사회적 동기를 가진 정의로운 시

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

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공감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

식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의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 국내외 사회학

자들이 공감을 단순히 감성적 공감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

력이 있음을 주장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자원

봉사는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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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제해결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경험은 성찰과 평가의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과정 중에 구조화

될 수 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퀴즈, 토론, 포토스탠딩, 서베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속한 사회를 돌

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감적 경험으로서의 자원봉사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공감능력을 키우며,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요컨대,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공감능력을 가진 자발적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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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참가 목적  

IAVE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운동을 하며 깨닫게 된 생각을 해외 

자원봉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자원봉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업무 

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감적 경험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해 

발표하고, 호주의 자원봉사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이해하는 것을 과제

로 삼았다. 

II. 참가 프로그램 요약

1. 공통참가 프로그램

1) 개회식: Opening Gala 

개회사는 호주 원주민 가족이 맡았다. 이들은 호주 전통의 계승자이며, 영적 

연계자(Spiritual connectors)들로서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리더들을 환영했다. 

더불어 고난의 역사 위에서 어떻게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

기해 하며 계속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임할 것

을 요청했다. 

개회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번 대회를 기해 퇴임을 하게 된 IAVE의 

이강현 회장과 초대회장인 마가렛 벨 여사를 인정하는 공로상 시상이었다. 

오늘날 국제적 지위의 IAVE가 있기까지 이 두 사람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

었다며 세계의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치하하였다. 참가

자들은 모두들 기립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2) 18일: 이강현 회장 퇴임 연설

이강현 회장은 지난 6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IAVE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 하

며, 달라진 IAVE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마지막 임무로 2015년 시작될 

SDGs에 자원봉사의 가치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성명서에 서명할 것, 웹사이트의 성명서를 자세히 읽을 것, 각자의 네트워크

를 활용해 보급할 것을 참가자들에게 촉구했다. 

3) 18일: Michael Kirby, 전 호주대법관

마이클 커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수와 낮은 자를 향하는 것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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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의 의무라고 하며, 인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인

권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주민,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했

던 사람, 동성애자, 여성, 원주민 등의 사례를 들어 자원봉사자들이 흔히 관

심 갖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4) 19일: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

2일차는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매리 모터 (캔버라 차관), 에벌

린 프롤린 남호주 자원봉사센터장, 웬디 오스본 볼런티어나우 대표와 리차드 

딕투스 UNV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패널들이 모두 

정부의 역할이 위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 한 점이다. 특히, 에벌린은 정부가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flourishing active citizenship)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히 프로젝트 사업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진흥 진작시

키는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오너십

(ownership)은 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야 하며, 자원봉

사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목소

리를 듣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감명 깊었다. 

5) 19일: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호주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진행한 이 포럼에서 역시 자원봉사자들

의 목소리가 강조되었다. 시대가 계속 변화해오면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양

상이 나타난 것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대두되었는데 그것

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

시화(demostration)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문화, 경제가 달라진 이 시대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재구조화 할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자원봉사

자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다.

2. 선택참가 프로그램

이번 대회에서 참여한 선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프로그램이었

다. 주로 기업 자원봉사와 테크놀로지, 자원봉사 캠페인, 리더십 등 기업 자

원봉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세계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집중했다. 



- 94 -

1) Volunteer Management in Computer Science 
Communities

마리아 아퀴노, 비엔나 

기술대학, 오스트리아

2) Volunteering and faith
유진 발더스, IAVE 이사, 

독일

3) Data is more than numbers, turning research 
into action

사만다 헤네시, 구글, 미국

4) Creating an international volunteer movement
제시 헐스타인, 암웨이, 

미국

5) The Secret to Maximize ‘Doing Good’ 
Throughout the Year

케이난 라비노, 테드 

애리슨 가족재단, 이스라엘

6) Employee perspectives on employee 
volunteering

리슬 오디어, 호주

7) Micro Volunteering 진선주, 한국
8) Creative Leadership 이동훈, 한국

9) Partnerships: The Exciting Frontier with Strogner 
Outcomes

제프호프만, 컨설턴트, 미국

10) SMEs: a new resource for volunteering
톰 레빗, 섹터4포커스 재단, 

영국

위와 같은 세션에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었다. 구글의 

구글러스기브와 같은 프로그램 중에는 구글의 문서도구를 활용하거나 구글 

내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NGO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분석결과를 피드백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용이나 인력적

인 측면에서 많은 NGO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인력과 자원을 가진 기업들

이 대신 해 주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며, NGO들에게는 필요한 조사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임직원들은 지역사

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이동훈 자원봉사

자가 발표한 내용 중 여성이나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야광 페인트를 

활용한 벽화그리기 활동은 실현된 사례는 아니지만, 영감을 주는 내용이었

다. 어느 순간 벽화그리기 활동은 지역사회의 욕구보다는 수혜자 욕구가 반

영된 즉,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러나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

지 않은 치안 사각지대에 길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벽화가 지역주민들의 심

리적 안도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바를 끊임없이 소통하며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진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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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강조되었다. 2년 전 참여

했던 대회에서도 비공식적, 개인적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된 바 

있어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자원봉사 캠페인 사례로 소개된 좋은 행동의 날

에서 좋은행동이란 조직화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언어쓰

기, 안부 전하기, 위로 메시지 전하기, 나무심기, 좋은 교육 받기 등이 포함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가 중요하다는 기조이다. 자원봉사가 기관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자원봉사활동 현상은 어쩌면 관리에 치중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실적을 모으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얼

마든지 장려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셋째, 자원봉사의 트렌드로 마이크로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구글과 같은 회사는 기술기반 봉사활동(skill based volunteering)과 마이크로 

자원봉사를 접목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기업 자원봉사에 있어서 마이크로 자

원봉사가 왜 주목해야 할 부분인지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자원봉사의 경우, 

비영리영역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한 블루오션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마이

크로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일감 부여와 필요한 교육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으며, 활동시간 관리가 어려운 점에서 우리

나라 시스템에 얼마나 적용가능할지 의문이 생겼다. 

3. 기관 방문

일시 2014.9.15.(화) 10-12시 장소 커먼웰쓰은행 사옥

시간 주요내용 담당

10am-10.05 환영사 네이든 바커 

10.05-10.10 호주 자원봉사 소개  및 인사말 싸이먼 왓츠, 김현옥 

10.10-10.35 호주 커먼웰쓰 은행 소개 네이든 바커

10.35-10.50 NSW 자원봉사센터 소개 젬마 라이게이트

10.50-11.10 호주 적십자 마이클  존슨

11.10-11.30 시드니 한인여성회 아그네스 심

11.30-12.00 티타임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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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관 방문에서는 한국 참가단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웠

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의 담당자들과 호주의 대표적 기업과 자원봉사

센터, NGO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이었다. 뉴사

우스웨일즈 자원봉사센터의 비전 중 하나가 자원봉사관리의 탁월성

(excellence)을 추구하는 것이며, 센터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자원봉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자원봉사 관리의 질적 수

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하고 있었다. 자원봉사관리의 중요성

이 자원봉사관리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시민

들 사이에 인정될 때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위상 또한 올라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이번 IAVE 대회참가는 준비과정에부터 현지 참여까지 함께 했던 참가단과의 

네트워킹이 큰 성과였다. 이번 참가단은 23명은로 자원봉사센터와 단체가 적

절히 결합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실무자, 전문가 등 다양한 구

성이었다. 3개의 조로 구성하여 더욱 긴밀한 네트워킹도 가능했다. 이 네트

워크가 이후 활동에도 계속해서 지지그룹으로 자리매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네트워킹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크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술기반자원봉사활동과 마이크

로 자원봉사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면 좋겠다. 

자원봉사센터나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대회의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평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는 것을 공유한 바 있다. 참가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주관단체의 노력과 이를 성실히 따른 참가자

들의 자세 덕분이었다. 주관단체를 통해 연수프로그램의 준비를 어떤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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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전체세션에 한해서라도 동시통역 서비스

를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 동시통역의 수준이 좋지는 않았어도 대회 안에서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중요했던 부분이었다. 

호주에서 개최한 세계컨퍼런스는 지리상의 여건 때문인지 다양한 국가에 서

온 발표자들보다는 호주 발표자들이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체세

션의 발표 수도 많지 않아 대회 주제가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소주제로 분과를 나눠 여러 세션이 열리도록 함으로써 관심

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국제대회 참가시 이번 대회 참가의 장점들을 두루 반영하여 계획하면 

효과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언어적 한계가 있는 한

국 참가자들을 위한 충분한 대회 정보와 자료 제공, 현지에서 각자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한국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장려 등 성공적인 대회참가를 위해 애써주신 주최측에 감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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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련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총무기획실장>

2014년 제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자: 오혜련(각당복지재단)

Ⅰ. 대회 참가 목적 

- 자원봉사계의 세계 동향을 파악

- 국제감각을 익힘

- 네트워킹(국내 참가자와 세계대회 참가자) 

- 기관의 홍보

- 배운 것을 기관의 업무에 적용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이강현 회장 (IAVE 세계회장) 

2008년에 IAVE 세계회장이 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IAVE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IAVE는 글로벌 기업 자원봉사 위원

회(GCVC)의 리더십을 키워왔고, 국가 자원봉사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GNNVC)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 40%의 국가 자워봉사센터가 IAVE 회원이 

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91개국으로부터 700여명의 개인 및 단체회원을 보유

하고 있다.   

IAVE 이사진은 2015년부터 시작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있어 자원봉

사를 통해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성명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서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강력한 지역 및 국가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 같협력도 전략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

인자원봉사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며, 각계각층의 기관과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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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내가 최근에 위원장을 맡았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필

수적인 역할을 한 단체들은 국제적인 자원봉사 조직들이었고, 호주에서 대법

원이 공산주의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는 나의 할아버지와 직접 관련된 일이었기에 당시 10살

이었던 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수와 낮은 자를 향해야 한다

는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자원봉사는 인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에보리진, 여성, 이주

민(백호주의에 의한 인종차별), 동성애자 등 시대적인 괄시와 무시를 받는 사

람들을 위해서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놓치고 이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존엄함을 지키자.

3) 리차드 딕터스 (유엔볼런티어(UNV))

2000년에 시작되었던 MDGs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관심과 

투자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목표의 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의 노력 외에도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의사로서, 또 학생으로

서 시민적 참여를 한 것은 MDGs 달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투표 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은 자원봉사이다.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이후 시작될 SDGs의 달성을 위해서도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유엔볼런티어와 IAVE, 전세계 자원봉사 커뮤

니티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

께 하여야 한다.

2. 선택프로그램

1) 자원봉사에서 오는 사회적 자본 18-1-3-(1) 

Social Capital from Volunteering (Kath Snell, Volunteer Task Force, 

Australia)

VTF는 43년간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생활편의

시설이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해오고 있다. 우리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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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뿐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

춰왔으며, 이는 고객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직원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

에게도 적용되어왔다.  

경험과 연구들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수혜자뿐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들의 삶

도 향상시킨다. 이는 VTF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에서 입증되었다.  

Robert D Putman(정치학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건설하게 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하며, 사회망을 조직하게 

해준다. 사회관계망의 소속감과 구체적인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

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자원봉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기여한다. 즉, 소속감을 느끼고, 자립하도록 

돕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며, 자신감을 갖게 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람들과 사귈 수 있게 한다. VTF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67명 응답) 68%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60%가 자신감

이 강화되었으며, 81%가 지역사회를 더 알게 되었고, 51%가 신체적 건강에

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Master Gardner1)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원사 개인이 얻는 가치는 교육

적 이점을 넘어 신체와 사회활동, 자존감과 영양상태의 향상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Master Gardner Program은 개인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거

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에게 가치를 주며,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 주관

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한다. Paul의 예는 자원봉사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2년간의 정원사 봉사를 통해 정신건강, 자신감, 사회활동, 소속감과 기여하고

자 하는 욕구를 회복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문화와 기회가 제공되

고,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들은 그들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 

혜택을 입은 사회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 

2) 사회통합을 기대하며: 누구에게나 자리가 있다. 18-1-3-(3) 

Looking to social Inclusion: there is a place for everyone (Melinda Kate, 

Australia)

Michel Simson은 'Myth versus reality'라는 글에서 “실제적인 접근성 또는 

1) *Master Gardner Program : 1972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Master Gardner는 원예, 화

훼, 특용작물 재배 등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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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장벽이 없는 한, 장애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제

약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장애를 제약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열린 가슴과 열린 마음 그리고 약

간의 융통성만 있으면 된다. 장애를 가진 자원봉사자로 인해 일이 더 많아지

지 않으며,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많은 호주국민들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

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는 모

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충분히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고 느끼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역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면 더욱 다양한 봉사팀을 만들 수 있고, 사

회적자본을 만들며, 프로그램에 가치를 더하고, 접근성을 증가시키며, 사회이

해를 증진시킨다. 사람들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호주에는 400만의 장애자, 3%의 정신, 또는 행동장애인이 있다. 210만의 노

동인구 중 노동참여율은 54.3%에 불과하다(일반인은 83%). 기관의 문화나 직

원의 거부감, 핵심사업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장

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였고, 장애인 차별인식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사례들을 

서로 나누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기대와 목표를 설정

하며,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관계를 만들며, 융통성 있고 긍정적이며 개방적

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

다. 

장애를 가진 자원봉사자는 기초적인 일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특수훈

련이 필요할 것이라거나 우리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거나, 너무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3) 노인 찾아가기 프로젝트 (광저우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18-3-2-(3)

Visitation Project to Elderly people (On-Fat Chen, China) 

홍콩 광저우자원봉사협회의 ‘노인 찾아가기 프로젝트’는 ‘빈둥지’ 노인

들을 위해 광저우시, 지역 재단, 회사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4명을 고용하

여 1명의 경험있는 사회복지사가 나머지 사회복지사를 감독하고 사회복지사

와 자원봉사자가 파트너로 일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광저우시 4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고, 60세 이상의 빈

둥지 노인들 2,000명이 위급상황시 전화서비스(safty bell service)등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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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프로젝트에는 봉사자는 비상전화에 30명, 1달에 1번 방문하는 봉사자

가 300명, 추석 때 외로운 노인을 위해 147 봉사팀에 13,600명, 집고치는 봉

사에 217명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의 협력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수혜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알림으로써 follw up하게 돕는다. 

이들은 전문적인 봉사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국 빈둥지 노인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자원봉사의 가치 19-1-2-(2)

The Value of Volunteering (Lisel O'Dwyer, Australia)

자원봉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이 연구는 2011년에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언론으로부터 크게 관심을 끌었다. 

자원봉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데는 자원봉사 시간, 정서적 이점, 범죄, 건강, 

노인문제에서의 경제적 이익, 생명 구조,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가 경험하는 

감정까지 합하였다.

자원봉사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시간은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2006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36불일 때 

2014년 GDP의 9%에 해당하는 1300억 달러 (130조) 에 달한다. 

여기에 감정의 가치는 괴로움을 피하는데 시간당 57달러, 기쁨을 느끼는 데 

시간당 140달러, 자원봉사자 자신과 수혜자, 가족들의 기쁨은 시간당 20달러

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하면 총 270억 달러이다. 또한 

정부는 죽음과 범죄가 방지됨으로 인해 200억 달러를, 인명구조로 80억 달러

를 절약한다. 

이로써 자원봉사에 드는 비용 20억불을 제하면 약 3,000억 달러의 경제적 가

치로 환산할 수 있다.         

5) 전문직 협회의 자원봉사(호주) 19-1-2-(3)

Member Volunteering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Debbie Hall, Australia)

호주 CPA 협회는 2014년 Social Impact Study(동기와 이익의 이해)를 실시하

였다. 5000명 중 199명이 응답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전문자원봉사이고 34%

는 자원봉사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여성이 더 많고 39%가 재무담당자나 이

사였다. 주당 1~5시간 봉사하는 사람이 48%였고, 6~20시간 봉사한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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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4%였다. 2/3가 5년 이상 봉사하였으며, 10년 이상 된 사람에는 고령, 남

자가 많았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40%가 기관에서 접촉하였고, 

43%는 친구, 가족, 아이들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의 동기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라고 여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이익

을 줄 수 있으며, 상호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요인으로는 관리자의 

윤리적 부적절, 기관의 인식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 대회 전반에서 배운 점

세계대회 전반을 통해 대회의 주제에서 보듯이 자원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임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Plenary 세션의 이강현 회장과 마

이클 커비, 리차드 딕터스 등의 말씀에서 세계 자원봉사의 흐름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150개의 다양한 브레이크아웃세션에서는 세계 여러 나

라의 자원봉사 성공사례들과 연구발표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는 지난 15년 동안 UN에서 정한 MDGs의 성공적인 달성에 큰 역할

을 하였고, 앞으로 SDGs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정된 사회일수

록 학생, 회사원, 공무원, 종교인, 전문직 종사자, 주부, 장애인, 이주민 등 남

녀노소 할 것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봉사자

와 수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며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자료로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의 규모에 있어서도 개인, 기업 차원의 봉사, 대규모 재난 재해와 

국가적 행사에서의 봉사 등 다양하고, 그 방식도 전통적인 노력봉사뿐 아니

라 재능기부, 프로보노, 멘토링, 온라인을 통한 봉사, 단기간 자원봉사, 해외

봉사 등 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한 유익하면서도 즐겁고 새로운 봉사의 방식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 기업의 자원봉사활

동을 통한 사회공헌이 점점 더 요구되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재능기부, 프

로보노 등 전문화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 등 자원봉사의 동향

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이번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인간 존중, 정직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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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탕이 된 사회라고 느꼈다. 우리 기관은 작은 힘이나마 우리 사회에 이

러한 기본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 

○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재미있고 즐겁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야겠다.

○ 자원봉사계의 세계동향 파악과 국내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국제대회에 참가하여야 하겠다.

2. 평가 및 제언

○ 대회는 넓고 쾌적한 골드코스트 컨벤션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진행되었다. 

첫날의 공식만찬과 공연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자신을 소개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원주민의 전통춤과 음악

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각되어 좋았다. 대회장

의 어두운 조명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다. 

세션과 세션 사이의 티타임에도 여러 부스를 돌아보거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좋았다. 

○ 비영어권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이지만 세션 

원고가 통역자에게 미리 제공되지 않아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용 이해가 어려웠다. 

○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세션의 강의내용을 PDF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 외국의 자원봉사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부스를 임대하여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외국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교류

가 지속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알

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준비하여 개별적으로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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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적

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

회와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

○ 골드코스트 지역 특성상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인지 현장방문의 

기회가 없었다. 자원봉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

다.

○ 대회 측에서 제공한 음식은 만족스러웠으나, 여행사측에서 준비한 식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출국 전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준비모임에서 호주여행에 대한 사전지

식은 물론 대회의 주제와 소그룹 세션들의 내용을 번역한 책자를 제공받았

고 설명을 들었으며 참가자들의 얼굴도 익힐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와 같

은 철저한 준비로 보다 열성을 갖고 대회일정에 참가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부터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수고하신 한봉협 김현옥 사무총장님을 비롯

한 윤정경 실장님과 여러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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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제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참가 보고서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원순자

Ⅰ. 대회 참가 목적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나 학자가 아니라 주변 자원봉사에서 학교를 중심으

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중심으로 시작한 경기교육자

원봉사단체협의회를 대표로서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 목적을 첫째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서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며, 

둘째 목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좋은 사회 만들

기에 자원봉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원봉사 교육의 방향성을 얻고자 하였다.

IAVE 대회 목적이 

․세계 흐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대회에서 도출된 실천 과제를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공통실천 과제로 인

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로 되어 있는 바

세계자원봉사대회의 관심분야 및 정보수집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1. 자원봉사와 청년취업의 연계 및 진로 확장

2. 자원봉사의 의미 분석을 통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봉사교육의 방향 연구

3.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자원봉사 연구이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통 프로그램

1) 기관 방문

*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 | 헬렌 로저스

NSW 자원봉사부는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 영역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대표들의 의견을 집결하여 수립한다.

- 호주인구의 36%(640만명)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NSW 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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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통로를 넓히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직장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그 가치를 높이고, 성과를

 축하한다.

* NSW 자원봉사센터 | 젬마 라이게이트 소장

-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진흥한다.

-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개인, 그룹, 조직 수준)의 장려와 지원, 인정

- 비영리영역의 자원봉사 우수사례 보급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최고기관으

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모집, 관리, 훈련, 인정(recognition) 

§ 영리/비영리조직과 다양한 파트너십, 정부 기관(Office of Volunteering)

사회보장성(Office of Common Welfare)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옹호활동을 한다. 

NSW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중에서 

- 자원봉사자 인정범주를  4개의 범주로 나눠서, 학생 (전업학생, 연령 무관) 

/ 25세 미만의 청년 / 25-65의 성인 / 65세 이상 시니어로 나누어 실시하

는 점이 특이하였음.

§ 그러나 매년 12월에 19명의 개인을 선정하여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

념하여 올해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점은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진흥

하기 위하여 봉사자를 발굴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점과 흡사하

였다.  

§ 자원봉사활동의 지침(Guide of Principles)에 본인이 가진 능력을 높임으

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사람들의 인생을 값지게, 지역사회를 좀 더 

낫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점은 한국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풍조와 같음을 느낄 수 

있었음. 

§ 호주는 자원봉사자의 2/3가 부모님도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40%가 어릴 

때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현상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교육의 방

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자원봉사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사회에 대한 책무성(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부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복지재단에서는 자원봉사의 정신과 의미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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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 신 애기애타(愛己愛他) : 삶의 철학      무실역행(務實力行) : 실천윤리

의 미
• 관계의 단절 극복, 공동체 회복    • 생명존중, 환경존중의 회복

• 건강한 민주시민 성장            • 삶의 현장에서 미래를 지향

(한국자원복지재단)

구    분 자 원 봉 사 자 원 복 지

에 토 스 헌 신 동등성

주요가치 이타성 형제애

방  법 봉 사 운 동

활동범위 넓 음 넓 음

전문성 정도 보 통 높 음
      

 호주의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인간인 이상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느

낄 수 있도록 의식 속에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 호주의 자원봉사자 82%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응

답한 것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커먼웰쓰은행 | 네이든 바커  

-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유

§ 지역사회를 돕고 / 지역사회에 속한 개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발

전하도록 하며,

§ 은행(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 주요 활동내용

§ 팀 봉사활동: 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봉사활동 참여; 쿠킹, 가드닝 등 다

양한 활동

§ 스쿨 멘토링: 저소득층 지역에 아이들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스쿨을 개

설하여, 기술을 길러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이들과의 교류

를 통해 받는 것 뿐 아니라 오히려 얻고 있음.

§ 프로보노 서비스: 임직원 개인이 가진 비즈니스 능력을 비영리 조직에 

나누어주는 역할.  은행이 의외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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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적십자 | 마이클 존슨

- 1864년 헨리 디너에 의해 국제 적십자 시작하여, 현재 180여 개 국에서 활

동 중임.

- 호주 적십자는 1914년부터 창립

- 호주 전역 4만 명, NSW 지역 1만 명이 적십자에 가입.

- 주요 활동은 재난재해 긴급구호와 청소년 지원활동/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

롯하여 이민자와 원주민을 모두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 인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 적십자는 7가지 원칙: 인도주의, 독립성, 중립성, 단일성, 보편성, 자발성

- 기업 자원봉사, 재능 연계 봉사 등; 자원봉사 관리 방법의 다각화 필요함.

- 적십자는 자원봉사 관리 원칙은 임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동일하게 적

용됨. 

- 일회성 자원봉사가 아닌 지속적 활동으로 유도. 다른 자원봉사활동도 지속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lus Effect Campaign: 자원봉사 증진 캠페인. 자원봉사의 영향에 대한 인

식 개선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을 비영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다각화 시켜

야 함을 인식하도록 함. 

 시드니 한인여성회 | 아그네스 심 대표

- 한국여성과 그외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을 도우려고 만든 비영리 조직 

- 2002년에 설립되었고, 시드니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 설립 당시에는 한인 사회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집중이 절실했음. 현재는 교민사회 

뿐 아니라 호주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언어 지원 등, 이민자들이 호주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1,200여명 회원 중 60명 정도가 정기 자원봉사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활동내용 

1) 문화교실(건강댄스, 요리, 꽃꽂이, 영어교실 등) 

2) 건강 지원 (유방암, 자궁암, 성인병 무료 검사 지원)

3) 상담 서비스 (24시간 오픈, 법률, 경제, 학교, 제도 등 상담)

4) 세미나 / 문화행사 / 소수민족 행사 참석 

기관의 발표 내용보다 더 의미를 준 질의 응답시간

Q.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음. 호주에도 그러

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함.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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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학습을 의무화하기도 했음.(이창호)

A. 호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 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에 대한 자원봉

사 인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대학 입학자격에 “자원봉사 참여”

를 반영하고 있음. 몇 가지 제도(scheme)가 있는데, 의무는 아님.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큼. 성

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 (싸이먼 왓츠)

A. 학교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정규교과 과정에 있지는 않음. 

학교 재량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자격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기도 함.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도 하며, NSW 교육부에서는 대학과정에 2

학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에서도 의무화를 도입하는 추세임. 예를 

들면, 법학과 학생들이 프로보노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거나, 의과대학에서 6

개월간의 의료봉사 실습을 하고 있음.  러닝 in the community is a big deal. 

important part of univ. educations. cf) 미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함. (젬마 라이게이트)

Q. 한국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5개년 전략, 비영

리단체 지원금 제도 등을 가지고 있는데, 호주의 센터와 비영리조직은 정부

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음. 자원봉사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조현기)

A. 정부로부터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 NSW 주 정부에서 60%, 연

방 정부에서 20%를 지원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예산은 20% 미만

이다. 회비나 교육 참가비 등을 통한 수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원봉사 보험이 의무제는 아니지만, 호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워낙 잘 되

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젬마 라이게이트)

Q. 한국은 자원봉사자의 업적에 대한 시상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 호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시스템이 궁금하며, 민간 중심의 시상의 구체

적인 사례가 있는지. 심사기준이나 추천방식 등. (장준배)

A.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가 개인의 건강과 안녕, 신뢰, 사회적 연계, 

수명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그것이 이미 보상이 되

는 것이라고 봄. 기업, 팀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적인 보

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시상은 상패, 증명서, 소속기관 기부 등으로 이루

어짐. 시상 기준은 지역이나 주 마다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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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였고, 얼마만큼 주도성을 가

지고 하였으며, 그 결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는가를 심사함. 수백시간을 하더

라도 시상을 하지 않음. (싸이먼 왓츠)

A. 적십자는 트로피, 증명서 뿐 아니라 생일카드, 성탄카드 등을 보내고, 연

말파티를 열기도 함. 자원봉사자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 (마이클 존슨)

 

2) IAVE 호주세계대회 총회

 이강현 회장 메시지- 

- IAVE의 이사들과 국가대표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환영한다.

- 이렇게 멋진 곳에서 다시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될 ‘지

속가능개발목표’는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잘 안다. 전세계 중

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가치로 작동한다. 기술, 에너지,헌신, 참여

를 가져오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므로 그 가치를 전 세계적

으로 확산해야 한다.

3) 19일 총회

( 토론자: 멕쿼리 그룹/ 유엔 자원봉사자/ 아동성범죄예방기구)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 관찰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웃기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

-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만든다.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이름을 불

러주고, 우리가 왜 무엇을 하는지 말해 준다.

- 참여보다 관계를 맺는 것, 서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젊은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선을 넘어선 무엇, 즉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자원봉사가 가지는 의미는 더 크다.

- 시대가 바뀌었다. 사회, 문화, 경제가 달라졌다. 지역사회를 재구분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2. 선택프로그램 18-1-5

1)2) 자원봉사와 신앙: 산티아고로 가는 성 제임스의 길을 위한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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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발더스, IAVE 이사 | 독일

- 순례(pilgrimage)라는 것이 요즘엔 생소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인들 에게는 중요한 부분임. 자신의 영성과 종교에 대한 헌신을 표현 

- 대부분의 순례는 거리, 소요시간, 숙소, 식사, 위험(안전, 분실, 건강), 비용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

-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순례를 마치고 

나면 순례자 신분증을 준다. 

- 유럽의 성자 제임스가 걸었던 경로를 가는 것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075-1188: 산티아고에 성당 건축

§ 1150: 첫 순례 가이드가 라틴어로 있었음.

§ 1495: 독일어 순례가 실행되면서 그 해, 50만명의 순례자가 다녀감.

§ 16-19세기에는 전쟁과 전후 복구 등으로 순례는 잊혀짐

§ 1867: 40명의 순례자가 나타남.

§ 2010: 272,135명이 순례를 했는데, 중세시대 인원의 반 수준으로 늘어나

게 되었음.

- 오늘날 순례자의 길이 가지는 특징

§ 경건함(piety)보다는 모험(adventurous experience)에 더 관심. 

§ 영적 여행(spiritual tour)의 붐

§ 일자리 창출의 기회

§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필요(노란 표식, 조직적 방식으로 활동)

-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 선배 순례자들이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나 대피소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해 줌.

§ 저녁기도 제공, 

§ 대피소 청소

§ 순례자 여권 제공

§ 순례 경로 표시

§ 장애인이나 몸이 아픈 순례자들 지원

- 현재 성제임스의 길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1987년 European Cultural Route로 지정.

- 유럽 문화탐방로 지정위원회 2007 수상하였는데, 시상 기준(resolution on 

rules for the awarding)을 보면, 다음에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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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협력

§ 유럽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

§ 젊은 유럽인들의 문화적, 교육적 교류

§ 현대 문화와 예술적 실천 사례

§ 문화관광과 지속가능한 문화개발

- 성 마틴 순례자의 길- 성 마틴은 “나눔”을 상징하는 성자.

- 2016년 성 마틴의 생일에 문화탐방로로 지정 받기 위해 작업 중에 있음.

- 현대사회의 순례자들은 진정한 휴식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위해 가장 손

쉬운 방법인 “걷기”를 원한다. 걸으면서 영적인 힘에 대해 느끼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질의 응답>

질문: 코디네이션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있나?

답변: 청소년들을 위한 조직이 있다. 페허 된 마을에 데려가 활동하기도 함. 

질문: 기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나?

답변: 없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Ⅲ. IAVE 호주세계대회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시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책무성/ 형제애/ 이타성/ 애민휼민/ 의무만이 아닌 

밥을 먹듯이 나눔이 습관되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

2) 참여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중요함을 인지하여 

자원봉사참여자를 이끌고 단체 조직을 리드한다.

3) 자원봉사를 위한 재능나눔에 다양성 인지(기술/ 정보/ 물량/데이터 등)

4) 봉사자와 수혜자를 구분짓지 말고 수혜자에게도 봉사역할을 나누어 주어 

봉사자가 가지는 가치로운 일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한다.

5) 자원봉사를 점수나 입시를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자원봉

사학습의 교육방법을 개선한다.

6)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개선, 개발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교육의 터전으로 이끌어 간다.

7) 산티아고순례길에서 착안을 하여 제주도 올레길을 구상한 경우처럼 지역

의 문화재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 창출의 기회를 동시에 가지는 

방안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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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봉사는 사람을 가치있게 만든다.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일, 이름을 불

러주는 일도 모두 봉사자의 소임임을 알게 한다. 

9) 각 나라의 봉사 활동 자료로 자원봉사와 청년취업 진로 확장을 연구한다.

10) 각 나라와 사회 문화구성에 따라 이루어진 다양한 자원봉사의 의미 분석

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봉사교육을 연구한다.

11) 호주는 국민소득이 높고 안정된 나라여서 주로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봉

사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방법

을 학생들이 찾아내는 자원봉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2) 자료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2. 평가 및 제언

호주 대회에서 특이한 점은 끊임없이 원주민에 대해 배려하고자 하며, 침략

과 학대에 대해 사과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소수

자와 착취당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점이었다. 

 백호주의라는 의식을 가진 나라로 알려진 호주가 소수자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배려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환경

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국가와 국민들의 태도가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깨닫고 있는 나라로 여겨진다.

 또한 봉사관련 단체 방문을 통해 그들이 진지하게 준비하고 성의있는 답변, 

예의로운 태도를 보면서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언어의 장벽을 가진 사람도 대회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치열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세밀한 

진행에 심혈을 기우려주신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회 참가하는 구성원을 보면 다양한 업무를 가졌으며, 연령의 구성도 

다양하여 세대간의 생각과 의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주어서 아침, 저

녁시간으로 이루어진 회의 및 세션내용 요약과 안내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며, 치밀한 조직관리가 있었기에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앞으로의 대회에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 115 -

<유아름  한국자원봉사문화 조직운영팀장>

2014년 제 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참 가 보 고 서

Ⅰ. 대회 참가 목적

  2002년 대학생 새내기 시절, 평소 활동 하고 있던 UNICEF의 담당선생님으

로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IAVE 세계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석할 것을 요청 

받았었다. 그 당시에는 IAVE가 어떠한 조직인지도 모른채, UNICEF를 홍보하

고 부스를 지키는 역할만을 생각하고 참여했었다. 홍보 부스를 지켜야 하는 

주요 역할이 있었기에 모든 내용을 들어 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세션에는 들어가서 배워보려고 했었다. 

  그 때부터 활동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몸으로 배웠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실무를 배웠다. 그렇게 자원봉사계에서 활

동한지 10년이 조금 넘었다. 실무자로 일을 시작하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

들을 찾아서 볼런티어21에서 발간되는 교재들을 구해서 보기도 하고, 선배님

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외부의 세미나·교육에도 참석하고는 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 직급이 생기고, 이것저것 챙기고 실행해야 하는 역할들이 늘어났

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외부와의 소통이나 머리와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얼마 전, 우리 팀에 신입직원이 들어왔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안

아서 우리 단체가 어떤 곳인거 같냐고 묻자, “모든 선생님들이 연구원 같아

요.”라는 대답을 하였다. 모두가 고민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다

는 것이다. 그 때 속으로 조금 뜨끔하였다. 팀장이라는 직급만 차지한채, 내

가 중간 관리자로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기를 미루고, 새로운 것에 대

해 배우거나 알기를 소홀히 한 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면서,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실무가 엄

청 밀릴게 될 텐데 라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외부 

관계 맺기와 배움을 위해서 참가를 하였다. 영어 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

을 놓치기는 하였으나, 한국 자원봉사계에서의 네트워크 확장과 나의 성장으

로 인한 우리 단체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번 대회에 참가 하였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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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프로그램

    1) OPENING　PLENARY SESSION　

      - 일시 : 2014. 9. 18(목) 09:00~11:00

      - 장소 : Arena 1B

      - 내용요약

        · Dr. Lee Kang Hyun, World President IAVE

IAVE 활동 소개 : 2008년 이후 자원봉사계의 글로벌 리더십 기관

으로 성장하였고, 자원봉사의 진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

크이다. 현재 전 세계 91개국 700여명의 개인 및 단체 회원을 보

유하고 있다.

IAVE 협력 관계 : 유엔자원봉사(UNV)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2015년 이후 전 세계 개발 아젠다에서 자원봉사가 전략적으

로 중요한 사안임을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GCVC(글로벌 기업자원봉사 위원회)는 50여개의 글로벌 기

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IAVE에서는 GCVC와 함께 글로벌 자

원봉사에 대한 최초의 연구도 실시하고, 재난재해 시 기업의 활

동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남미에서의 기

업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실시하였다. 

당부의 말씀 : IAVE 이사진들이 준비한 자원봉사계, 시민사회, 기

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성명서

에 서명하기, IAVE의 웹사이트에서 성명서 확인하기, 우리의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성명서 배포하기, IAVE에 더 많은 제안과 조

언 하기 이다. 또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및 국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며, 시

민사회 단체와 자원봉사 간 협력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는 같이 하는 활동이며, 기술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

고, 좋은 습관을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Daniel Buritica Cordoba, Colombian Network of Youth, IAVE 

Board Member, Youth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of the 

Youth Volunteer Conference 

나는 작은 커뮤니티이지만, 모이면 그 힘이 커진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원봉사는 좋은 도구 이며,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많

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IAVE YOUTH Conferece 결과(다짐) 공유 : 장애는 기회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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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우리대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 젊은 자원

봉사자들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커뮤니

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고,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다.

        · Tim Hardy, Associate Director National Australia Bank

NAB는 1998년부터 1년에 2회씩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나무심기, 청소 등 단순한 활동을 진행했고, 프로보

노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NAB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뿐만 아니

라 고객과 관계자들도 NAB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문화이다. 

        · Michael Kirby, Chairman of the UN Council of Inquiry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un DPRK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통찰 : 최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

원장을 맡으면서 국제적인 자원봉사 조직들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원봉사자

로부터 탄생된 것이고,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세계에서, 유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확

장하고 국가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형제애를 키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 우리의 책임

을 다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소수자를 향하는 자원봉사자의 의무 : 공산주의 

금지를 위한 안건의 대법원 상정,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 같

이 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활동을 

주도하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

다.   

자원봉사는 인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시대적인 

괄시와 무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호

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소수자들은 인권 신장과 다름에 대

해 존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

로 생각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와 사

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혹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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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PENING PLENARY SESSION

      - 일시 : 2014. 9. 19(금) 09:00~10:00

      - 장소 : Arena 1B

      - 내용요약

        · Richard Dictus, United Nations Volunteers

UN의 자원봉사자는 UN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150여개

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1만 5천여명의 온라인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들은 평화, 기술,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

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UN의 반기문 총장은 자원봉사자

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젊은이들의 참여가 더

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자원봉사자의 평균 연령

은 46세이다.) 이에 UN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

는다. 개발도상국의 기아, 높은 문맹률, 낮은 교육 수준 등의 문

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광범위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며, 

그래야 환경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문화, 

가치관, 종교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이 실천되어야 하며, 민간 

부분에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소셜네트워크)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UN을 통해 채택 되었다. 8개 목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

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다. 전 세계의 

많은 노력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 목표 중 상당부분에서 좋

은 성과를 거두었다.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이후 MDG가 끝나

면 전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적 발전 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SDG 또한 시민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UNV, IAVE, 전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이것의 달성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 Jody Broun, National Congress of Australia Firs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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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리진은 현재 호주 인구의 3% 정도로 적은 수이지만, 교도소 

인구의 40%를 에보리진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75%는 도시에 

거주하지만, 아직 오지에 사는 에보리진이 많다. 이들의 교육수

준은 매우 낮으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들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지만, 원주민 대상의 자원봉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비공식

적 활동이 많아 실제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에보리

진에게도 보편성의 원리가 필요하며, 이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력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3) FORUMS “The Role of Goverment in Supporting Volunteering”

      - 일시 : 2014. 9. 19(금) 10:05~11:15

      - 장소 : Room 5

      - 내용요약

        · 누구나 원하면 1년에 3일은 직장 근무 중 자원봉사를 위한 휴가

를 쓸 수 있다. 

        · South Australia 지역은 정부와 협력을 많이 하는 동시에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기업, 

NGO등이 모두 참여해 6년 계획을 수립한다. 

        · Northern Island 는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자이고, 최근 new 

National Volunteer Center가 설립되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영역 모두가 필요하

다. 정부는 양식 등을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4) AFTERNOON PLENARY SESSION

      - 일시 : 2014. 9. 19(금) 14:15~15:30

      - 장소 : Arena 1B

      - 내용요약

        · 자원봉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

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 자원봉사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기업자원봉사는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준다. 그

러나 비영리조직이 지역사회가 아닌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자원봉사는 남을 돕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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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기술 기반의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점점 다양한 기술들

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모금,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자원봉사는 받기만 하는 수혜자에서 제공하는 공급자로의 변화

가 필요하다. 

    5) FORUMS “Volunteering in a Post-2015 Wor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일시 : 2014. 9. 20(토) 09:00~10:30

      - 장소 : Arena 1A

      - 내용요약

        · 자원봉사는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정책을 

만들 때는 없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

으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 향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우리의 역할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참여해야 한

다. 

        · 자원봉사는 우리의 의무이며, 중요하다. 자원봉사는 사람이 실행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 정부의 참여는 제한적이

고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역동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역을 보유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에서 지역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할 때 목표가 무엇

인지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 MDG는 중요한 도구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활동을 하고 투자하도

록 도와 준다.

        · 모든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접근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NGO

가 정부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재정적으로도 짜임새 있다. 하

지만 점점 기업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관료화 되고 있다. NGO

는 지역과 밀접해야 한다. 

        · 구글에서는 필요한 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끼리도 자원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서 

활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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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INALS PLENARY & CLOSING CEREMONY

      - 일시 : 2014. 9. 20(토) 11:00~13:00

      - 장소 : Arena 1B

      - 내용요약

        · 시대가 변화면서 자원봉사도 달라지고 있다.  예멘이나 시리아 

같이 위험한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가 활동 하고 있다. 이들은 

큰 위험에 처해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난

관이 있고, 개인의 삶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인

해 재난상황에서 90%이상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다. 

        · 근본은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커뮤니티의 힘이 필요하다.

  2. 선택프로그램

    1) BREAKOUT 5 – VOLUNTEERING: THE ANCIENT AND THE NEW
      - Volunteer Management in Computer Science Communities

        (Mariebeth Aquino, Austria)

        · 사례 : SIGGRAPH(세계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 PIXEL 

Vienna(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컨퍼런

스), Game Developers Conference(세계 최고의 게임산업 전문 

행사), International Game Developers Association(게임 개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조직) -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 결합이 이루

어 지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배울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컴퓨터과학분야에 자원봉사자의 결합이 시작되

었다. 

        · 오스트리아 게임산업 협회의 자원봉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자원봉사자 참여 동기는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와 경험의 축적

을 위해서가 60%를 차지 하였고, 그 밖에 친구 사귀기, 기술 개

발, 산업 발전 기여 등이 있었다. 

      - Volunteering and faith: Voluntary Service on St. James’ path to 

Santiago de Compostela. The European Cultural Road for 

centuries-modern pilgrimage today(Eugen Baldas, Germany)

        · 순례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인들에게는 자신의 영성과 종교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순례

는 거리, 소요시간, 숙소, 식사, 위험, 비용 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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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순례를 마치고 나면 순례자 신분증을 

준다. 유럽의 성자 제임스가 걸었던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다. 

중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로 왔을 때에는 길도 없었고, 어떤 표

식도, 대피소도 없었다.

        · 오늘날 순례자의 길이 가지는 특징 : 경건함보다는 모험에 관심, 

영적 여행의 붐, 일자리 창출의 기회

        · 자원봉사자의 역할 :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나 대피소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 제공, 저녁기도 제공, 대피소 청소, 순례자 여권 제

공, 순례 경로 표시, 장애인이나 몸이 아픈 순례자들 지원

       - Data in more than numbers, turing research into acrions

(Samantha Hennessey, USA)

        · 구글러스 기브의 미션과 목적 : 구글러를 활용하여 기술, 재능, 

정보와 자원을 나눔으로서 세계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가나

와 같은 곳에 프로보노 활동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

다.

        · 구글러스 기브의 조사 설계 : 어떻게 구글러가 자원봉사에 참여

하게 할 것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

규모 설문조사를 하고 실행 가능한 코멘트와 피드백을 제공한

다. 

        · 구글러스 기브의 조사 실시 :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 후 평가를 

하도록 한다. 참가자 관점과 서비스 파트너 관점에서 모두 프로

그램 평가를 실시한다.

        ·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나누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투어하여 조사를 한 것이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수많은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BREAKOUT 6 – BUSINESS AND COMMUNITY PARTNERSHIPS: THE 

ROLE OF SMES AND OTHERS WHOSE TIME HAS COME 

      - Partnerships : the Exciting New Frontier with Stronger Outcomes

(Jeff Hoffman, USA)

         · 파트너란 : inspire, share, trust, negotiate, benefit, cooperate, 

inform 파트너를 설명하는 단어들 가운데를 관통하는 말이 

PARTNER 이다.

        · 좋은 파트너십은 서로 연결된 톱니바퀴 같다. 바퀴들이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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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서 조화를 이뤄야 좋은 파트너십이 가능해진다.

        ·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 사례 : CHOC children 과 디즈니(서로의 

리더십이 연결 되었다. 단순한 기부를 하기 보다 병원 내에서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을 가지고 기술 기반 활동을 통해 기여하

였다. 환자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병원 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도 분명히 

도움 되는 일이었다.) , Smoth Family와 Medi Bank Community 

Fund(i-멘토링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멘토링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조직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성과는 

조직의 사이즈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뤘을 때 훨씬 더 성과

가 크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함께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접근

을 해야하며,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SMEs : a new resource for volunteering(Tom Levit, UK)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 중심으로 요구되어 왔다. 현대에는 

기업의 마케팅과 브랜딩의 영역으로 강조되었고, 사회혁신의 영

역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 중소기업은 자발적 영역의 아직 열리지 않은 수도꼭지와도 같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영국 한 지역의 2012년 중소기업 현황 조사 :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일반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보다 기술기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활동의 경향이 바뀌는 것이다. 

        · 중소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 시간부족, 자원부족

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지식이 없고, 좋은 본보

기나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은 시설, 각종 잉여물자, 기술, 훈련 프로그램, 장비, 공

간, 시간, 돈 등의 자원이 있다. 

        · 파트너십은 평판, 혁신, 준법, 임직원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골드코스트에서 진행되는 본 대회에 앞서 시드니에서 주요 기관과의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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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었다. 그 미팅에서 NSW에서 ‘타임뱅킹’을 얼마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였다. 타임뱅킹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시스템과 같은 이

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점을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타임뱅킹 운영의 담당자는 이 시스

템에 대해서 매우 흥미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하였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무엇이 다르기에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손사레를 쳤고, 호주

는 흥미있어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나의 짧은 판단으로는 ‘자원봉사’자체의 의미와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려 하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았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활동 외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로 인

정해주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이것이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을

까 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은 고민과 통찰이 필요하다.

  또,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당시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숙제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재미있고, 찾아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 항상 고민뿐이었다.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일 하면서 

만나는 기업의 임직원들도 청소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필요하고, 그래야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

람들이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해 실천해 보려고 한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직접적이

고 현실적인 장치 만들기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기업의 임직원들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다. 그 기업의 100%가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많은 경험과 자

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경

험이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이 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준비

를 해보려고 한다.

  2. 평가 및 제언

  너무나 많은 준비로 정말로 편하고, 행복한 9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드니의 능력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통해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제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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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발표요약> 

Creating New Leadership Through Volunteering

리더십이란 사전에 의하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한명의 리더가 

모든 결정을 하며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독재주의적 리더십이 주류였다. 

독재주의적 리더십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인 리더십이었다, 하지만 

변화가 빠른 현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은 창의성의 부재라는 약점을 

가지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체된다.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기반의 

수평적 리더십은 권위주의, 독재주의를 넘어 주목받고 있는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여러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서도 효과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다양한 봉사단체와 

진행하였던 자원봉사 프로젝트들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데 있어 많은 

자양분이 되었다. 처음 봉사활동에 접하게 되었던 대학생 외교사절단 

프로그램은 주한 외교관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쳐줌으로써 기존에 

봉사활동을 바라보는 고정된 견해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외교관과의 활동 

외에 여러 차례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을 하면서 조직 내의 

소통의 중요성과 수평적인 리더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한 기획봉사단은 대학생들이 시민리더가 

되어 사회문제를 자원봉사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한 끝에 퇴근 후 귀갓깉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야광안료를 이용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하였다. 수차례의 회의와 프로그램 구현단계에서 

여러 문제점 극복 끝에 야광벽화를 설치할 수 있었다. 기획봉사단에서의 

경험들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수동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에만 의의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봉사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시민 리더가 되어 사회에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웠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의 리더로써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며 팀워크를 다지는 등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리더십을 

스스로 터득하였다. 시민리더로써 성장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은 필연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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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듯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원문> 

Creating New Leadership Through Volunteering

Hi I’m DongHun Lee and i’m very excited to be here to be able to 

share my experience with everyone. The title of my presentation as you 

see up in the screen is creating the new leadership, So before we begin, 

what is leadership? According to the dictionary leadership is a noun and it 

is the position or function of a leader, a person who guides or directs a 

group. So we can say that leadership is a crucial factor in reaching goals 

and being successful. Here are some of the famous leaders of the 21st 

century. Bill Gates of microsoft, Jack Welch of General Electrics, and Steve 

jobs of of course Apple. Anyone know what they have in common?

they are considered leaders who performed authoritarian leadership.

Authoritarian leadership style is

“when leaders dictate policy and procedures, decide what goal to be 

achieved and directs and control all the activities by oneself”

in korea authoritarian leadership is often described as a bulldozer, that are 

found on the construction site.

Although apple and microsoft proves that leadership by bill gates and steve 

jobs was successful, authoritarian leadership is now treated as traditional 

leadership style.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world, authoritarian 

leadership lacks an important element, CREATIVITY. As a result, new form 

of leadership emerged among young and creative leaders. that concentrate 

more on communication between team members to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Well, I’ve learned new leadership style myself through 

volunteering. and I’m here to share my experiences of creating new 

leadership through volunteering.

Before we go on, let me give out very simple question. “Do you 

remember your first community service?”

Mine was at age 9. trash pick up from elementary school.

Currently in korea, students are asked to complete mandatory community 

service hours from at least 10 hours in elementary school to 2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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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in middle and high school. My first volunteering experience of 

trash pick was done to fulfill my requirement as elementary student.

Currently, out of 50 million korean population, 10 million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program at least once. that shows 1/5 of the 

country have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however, the number at 10 

million doesn’t mean that they participate volunteering regularly. only 20% 

of 10 million, 2million regularly participate volunteering. This shows that 

only 4.2% of the population are volunteers who volunteer out of their will. 

8 million volunteers are probably students who need to fulfill mandatory 

volunteer hours. For me until I became college student and started 

volunteering programs, volunteering was considered boring and no fun. I’m 

sure large number of the students at my age during the time didn’t have 

interest in volunteering because it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However, as I entered university it all changed.

Two programs that I was enrolled in and taught me the true beauty of 

volunteering was Friends of Diplomats program and Gi-bong, the action 

planner from seoul volunteer center. Our mission was to teach foreign 

diplomats deployed in korea, korean and korean culture. This is my 

diplomat Thomas from German Embassy in Korea and we had class for 

year and half. he didn’t know any korean however as time passed by he 

started to pick up very quickly being able to read and write in the end.

Our main focus was to teach korean however throughout the year we ran 

few projects on our own. I brought one of the project to share.

The project is called Pakistan Jindabad.

In 2010 there was the worst flood ever recorded in pakistan history. 1/3 of 

the land submerged under water and thousands of people lost their homes 

and loved ones. however in korea, the flood in pakistan was not well 

known since korea was suffering from heavy flood. At the time, the 

ambassador of pakistan embassy was enrolled in our program. he was very 

enthusiastic in learning korean and showed big support for our program. 

Therefore we wanted to give hands to pakistan. Through se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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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we decided to hold a bazaar for flood victims to raise fund and 

share the news. we collected more than 2000 items by donation and sold 

the items at the bazaar. we named the event pakistan jindabad which 

means livelong pakistan. through out the pakistan jindabad bazaar we 

raised about $10,000 and donated the money to pakistan through pakistan 

embassy.

The second program that I’d like to share is Gi-Bong, the action planner 

ran by seoul volunteer center. The team is comprised of 45 university 

students and we developed volunteering programs. our mission was to solve 

social issues or problems through volunteering to bring positive change 

within society.we were to choose a theme out of 3 themes given to 

develop volunteering program. 8 projects have been launched in 2013

I’m going to introduce two projects that we have conducted in 2013.

First one is a flashmob on teenage suicidal issue. Sadly, korea ranked 

number one in youth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pointed at 5.58 

per 100,000 teenagers. in a decade the rate increased 57.2% from 3.19.

we focused on the high suicidal rate among teenagers and decided to 

conduct an event to support them. It was prepared over a month and 39 

youth and adult volunteers have participated in our project. flashmob was 

carried out in front of seoul station, the main train station in seoul. and we 

prepared a message board to ask citizens to show support for teenagers 

suffering from stresses due to heavy competitions.

the second project is the two sides to our neighborhood. it was a project 

where volunteers painted a mural but with special ingredient.

In 2013 summer, there were several news articles regarding safety issues of 

women returning home after work. sexual crimes were highlighted and 

women on their way home after work at night had to be conscious for 

encountering possible sexual offender. Our team focused on the anxiousness 

that women felt at night. in order to cope with the issue we came up with 

murals painted on the wall and tried adding illuminating substance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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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 to create glow in the dark painting. the finished mural did not glow 

as brightly as I had expected due to limited technology in illuminating 

paintings. however it did bring change within the neighborhood.

I believe Gi bong the action planner is significant program in that it was 

first program led by volunteers themselves. we were given minimum of 

help and we started from developing to actually running the volunteering 

program.

Being a leader, from these experiences I chose 5 keywords that learned as 

a leade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social skills, creativity, and values.

responsibility was always a top priority in becoming a great leader, 

responsibility not only in responsibility within the team but social 

responsibility within our community.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to have 

the teams on the same page and also to be able to hear and accept 

different perspectives. creativity as a breakthrough in overcoming 

challenges, developing creative volunteering program may attract attentions 

from people not interested in volunteering and lastly values. values learned 

through volunteering will eventually help young leaders change the world 

into better place.

I believe these keywords are great assets that I have achieved throughout 

my volunteering experiences and I’m sure that in the future these asset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y life and while helping out the commun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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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VE 2014: 기대감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 중 무려 1000만명이 적어도 한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000만명 중 단 200만명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800만명에게는 과연 무슨일이 

있었을까? 나는 800만명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야하는 

청소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무시간만 달성하면 자원봉사와는 멀어지는 

청소년들 말이다. 나 또한 여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이 의무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왔었다. 그랬던 나에게 IAVE 세계자원봉사 대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 IAVE 2014에 대해 접했을 때는 막연히 호주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단순 재미와 새로운 경험이라는 일차원적인 감정 뒤에는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비록 자원봉사를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참여해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쌓아온 

스토리들을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국가의 실무자, 전문가들과 나누며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실무에 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좋은 사례를 해외의 

사례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표자로 이번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지금까지는 수업시간에서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 발표의 전부였지만, 이번 IAVE 2014에서 세션 발표자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대규모 인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학생신분으로써는 큰 기회이며 경험이기에 성공적인 

발표를 통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 IAVE 2014: 프로그램들

1) 기업자원봉사를 통한 사회혁신

본 세션은 IAVE 2014의 스폰서인 삼성의 사회공헌 사례에 대한 발표

이다. 삼성의 사회공헌은 국내의 기업공헌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20년 전인 1994년 사회공헌을 시작한 삼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2개의 자원봉사 센터와 4244개의 자원봉사 팀들이 있다고 

한다. 삼성의 자원봉사 형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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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노(재능기부), 지식 기반(멘토링, 취미개발), 일반봉사(환경정화, 헌혈..)로 

나눌수 있다. 2012년에 프로보노 기반의 색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

기 위해 C-LAB 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 하였다. Creative – LAB은  재능기

부의 형태의 자원봉사로 사내에 공모전을 통해 연구주제를 공모한다고 한다. 

공모전에서 발탁될시 경제적 지원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보장해주며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그중에서도 C-LAB 프

로젝트를 통해 성공한 두 가지 사례( 아이 캔 디지털 마우스 & 선샤인 극장)

이 소개 되었다.

첫 번째로 아이캔 디지털 마우스의 사례를 보면, 몸의 근육을 사용하

는데 있어 제한이 있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제작된 안구용 디지털 마우

스의 가격은 약 1000만원이라고 한다. 1000만원이라는 경제적 장벽은 많은 

환우들로 하여금 정보사회에서 격리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개월의 리서치

와 개발을 통해 C-LAB에서 오직 5만원으로 디지털 마우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여 누구든지 디지털 마우스를 만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선샤인 극장은 태양열 패널을 이

용하여 전기를 생성하여,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환경에서 TV라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프로젝트였다. 

 위의 두 프로젝트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장점인 인재를 잘 활용

한 사회공헌 케이스였다. 기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형태를 재구성하는 사

례였으며, 단순 노동 기반의 기업사회공헌을 탈피하여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

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삼성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 세션을 통해 기

존에 기업들이 주도하여 봉사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임직원들의 참여를 강조

하던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자원봉사 형태는 임직원이 직접 프로젝

트를 주도하고 기획 및 실행을 하며 보인의 지식을 이용하여 나눔을 실천하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를 실천으로 반영하기

데이터가 일상속에 녹아드는 현재 구글에서 데이터를 자원봉사활동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세션이었다. 구글에서는 

GooglersGive라는 프로그램에서 구글러를 활용하여 기술, 재능, 정보와 자원

을 나눔으로써 세계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글의 사회공헌 

형태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구글은 데이터를 반영하기로 한다. 구

글러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척 및 추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 및 진단 후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 및 개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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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구글에서는 이러한 설문 데이

터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질문의 수

와 양이 많아 구글러들이 설문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에서는 GooglersGive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및 홍보를 통해 설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의 모든 면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현 사회에서 데이터라는 구글만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시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구글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생

각했다. 

3) 글로벌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

현재 구글에서는 38%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

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글러중 60%는 미국에서 그리

고 40%는 해외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간과 재능을 기부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열정적인 구글러들을 위해 구글에서는 현재 구글 앰배세더 라는 이

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앰배세더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각 

지사의 구글 사회공헌팀에서 구글러스기브 대사를 선정하여 자원봉사 프로

그램들을 개발하고 구글러스 기브 앰베세더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

의 프로그램들을 지역의 문화에 따라 최적화 시키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발표자는 앰배세더 프로그램을 구글의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하였을 만큼 중요시 생각되는 프로그램이다. 구글 앰배세더 프로그램

은 각국의 대사 개념을 도입한 신선한 자원봉사 관리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 자원봉사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착

안하여 각 지역마다의 활동들을 구글 대사들의 교류를 통해 공유하고 변화

를 주어 지역에 따라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4) 디지털 시대의 자원봉사: 학생들과 청소년에게 공짜 온라인 카운슬링 서비스 제

공하기

아프리카대륙 주변 마다카스카르 섬 옆에는 모리셔스라는 작은 섬이 

존재한다. 본 세션은 모리셔스 섬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활동의 사례이다. 

모리셔스에는 현재 95%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한다. 약 86%는 

인터넷을 학업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77%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채팅을 한다

고 한다. 모리셔스에서는 이런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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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카운슬링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문제들

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은 체 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가볍게 

연애에서부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고민까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온

라인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온라인 카운슬링 서비스는 청소년

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 현재 온라

인 카운슬링 서비스는 인터넷 채팅,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카운슬링을 진행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온라인 카운슬링 서비스는 프

로그램 운영에 있어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작은 섬나라  

라는 특성상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으며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낮은 급여로 

인해 카운슬러의 교체가 잦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서비스 악용 등 앞으로 해

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5) 혁신적인 온라인 마케팅 구축하기

이 세션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발표자는 자원봉사센터 홍보에 있어서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말하는데 성공적인 마케팅은 제품과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한

다. 특정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세

일즈 포인트를 설정해야한다. 가치와 세일즈 포인트 설정 후에는 로고, 디자

인, 색감 등을 통해 브랜드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각인되는 제품을 만들어

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만이 가지는 매력 포인트를 설정하여 기계적

인 느낌보다는 인간미를 보여야 한다.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상 설

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대상층에 따라 활용 매체를 달리해야한다. 젊은 

층에게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온라

인 매체와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

는 등 타겟 마케팅을 해야 하며 소비자의 대상층에 따라 성격들도 달라지기

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자원봉

사 프로그램을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도 제품과 소비자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효과적인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연결”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온라인 매체

를 통한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

다. 발표자는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SNS 매체에 대한 설명과 효

과적인 운용방법에 대해 공유하였다. 140자라는 제한된 글자 범위 내에 글을 

작성해야하는 트위터는 간략하지만 전파속도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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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터 이미지를 기반의 강력한 SNS매체인 인스타그램까지 여러 SNS매체

의 사용은 효과적인 홍보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3. IAVE 2014: 결과

1) 업무 적용

 현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기에 홍보

활동에 적용이 가능할 만한 세션들을 유심히 들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세션은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페이스북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홍보”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 매체가 페이스북 밖에 없으며 콘텐

츠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중들에게 자료 전달만 했던 탓에 페이지 구독자의 

수가 생각 보다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방안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페이스북 홍보방안을 재구성한다

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호주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대회는 나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그

리고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해준 행사였다. 언제나 자원봉사활동참가자였던 나

에게 자원봉사가 지니고 있는 깊이를 보여주었으며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세계 각국

에서 온 실무자들과 기업, 정부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뿐만이 아

닌 모든 나라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

들이 공통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빠른 시일 내에 참가자 전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현실화 될 것만 같았다.

여러 세션들을 참가하여 듣고 배우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개인

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이 미리 

더 자원봉사에 대한 배경지식과 범위를 공부했더라면 더 유익하게 많은 양

의 자료를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보고 배우느라 스스로 부족함과 

아쉬움을 많이 느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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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제 23차 IAVE 세계대회 결과보고서

                                                   이 창 호 (남서울대)

I. 대회 참가 목적

- 자원봉사계의 국제적 동향을 알고자 함

- 세션 발표자중 한명으로 참가,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 사례를 해외에 홍보

코자 함

II. 참가 프로그램 요약

1. 공통 프로그램 (Plenary Session/ Forum)

1) Michael Kirby (18일 오전 Plenary)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함.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재혼을 한 분이 공산주의자였음. 호주 대법원은 그

후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

할이 컷음.

- 호주는 그 후 원주민들, 여성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백호주의 등을 철

폐함.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이 절대적이었음.

- 자유의 확대를 위해 인류는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자원봉사임.

2) Mary Morter, Everlyn P'Loughlin, Wendy Osborne (19일 오전 포럼)

- 호주 캔버라시 정부는 1년에 3일씩 자원봉사 휴가제 (community leave) 실

시

- South Australia 지역은 정부, 기업, NGO등이 모두 참여해 자원봉사 6년계

획을 수립.

-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음- 집권 

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지원 예산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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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든 아일랜드에선 인구의 30%가 자원봉사, 최근 새로운 National 

Volunteer Center가 들어섬.

-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늘 생산적 긴장(constructive tension)관계가 있

어야

2. 선택 프로그램 (Breakout Session)

1) Breakout 9 (Rm 7) 세션: 오전 11:30-1:00

(1) A Change of PACE in people-centered development

    -by Emma Hess,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 전세계 개도국에서 개발, 봉사사업을 펴고 있는 호주의 AVI란 국제단체가 

대학들과의 파트너쉽을 어떻게 맺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소개함. 특히 동 단

체의 PACE (Professional and Community Engagemen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 맥커리 대학과의 협력 내용을 소개

- AVI는 맥커리 대학과 국제봉사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해외봉사 팀 리더들

을 선발 교육하고, 봉사단을 파견, 관리하는 등의 국제봉사 활동을 편 결과 

학생들과 현지주민들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냈음. 학생들에겐 learn & serve

의 교육 효과가 큼. 

- 무엇보다 대학 봉사단의 기술과 현지 주민들의 욕구간의 ‘match'가 가장 

중요함. ’right person이 될때 right job‘이 됨.  

(2)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beyond 2015

     -by Shaun Hazeldine, IFRC, Australia

- 국제적십자연맹이 바라보는 2015년 이후의 국제사회 전망을 소개함.

- 지구촌은 점점 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을 것.

- Red Cross는 지역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현지에 파견. 인정 

보상으론 단지    트로피, 뱃지 등 뿐.

- 지구촌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도 

더 늘어날 것.

(3)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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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by Chang-Ho Lee, Namseoul University & COPION, Korea 

- 남서울대와 코피온이 함께 코이카의 자금지원을 받아 네팔 카트만두시에 

세운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을 소개. 특히 국제자원봉사 활동 소개

- 2013년 1월 현지에 3층짜리 복지관을 오픈하고 매 방학때마다 남서울대 

학생들 10~20명을 보내 국제봉사활동을 펴도록 함.

- 한국 봉사단은 복지관 인근의 닐바라이 학교에서 페인트 칠, 벽화그리기,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국제봉사활동시 그 학교의 학생들을 반드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음. 페인트 칠을 할 때 그곳 학생들아 처음에는 참가

하지 않았으나 교장이 시키자 그후 점점 페인트 칠에 재미를 붙여 스스로 

봉사활동을 함.

- 골목길 쓰레기 청소도 센터의 한국 스탶들과 어린 꼬마들이 청소때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하고 외치게 하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던 

어른들이 점차 참여, 나중엔 개발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대청소 활동에 나

섬.

- 주민 개발위원회는 이후 도로포장 공사, 가로등 설치, 쓰레기 대청소 등을 

자발적으로 실시, 센터는 옆에서 일부 재정지원과 함께 자극과 격려만을 

함.

-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국제봉사가 개도국 주민들에겐 하나의 새로운 경

험이고, 따라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 그러나 수요국의 주민들을 ‘수

혜자에서 봉사자로’ (from recipient to volunteer)가 되도록 아주 조심스럽

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 발견. 또한 지역사회개발 사업도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 및 실행토록 지지 격려해야 할 필요성 발견.

2) Breakout 5 (Rm 4) 세션:  오후 2:00-3:30

(1) The State of the Volunteerism in Myanmar and its Future Aspects

     - by Shwe Zin Mon Aung, Searchers Myanmar

- 미얀마 봉사 NGO인 SEARCHERS 활동 소개

     - 2006년 11월 설립

     - 의료 활동, 교육 프로젝트-주말 자선 mobile학교, mobile 도서관, 

       빈곤경감 프로그램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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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은 개인 및 다양한 재원에서 마련 

- 미얀마에선 정부 동원 봉사활동과 순수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 공존/ 그러

나 시민의식은 낮음.

- 최근 정부에 의한 자원봉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늘어나고 특히 학생봉사 

활동을 정부가 장려함.

- 특히 UNV, IAVE 등에서부터 많은 도움 받고 있음.

- 미얀마엔 아직도 접근금지 지역 (access denied areas)이 남아있음.

- 공식 등록된 봉사단체들은 많지 않음/ 대표적인 서비스 NGO 10개 정도 소

개; 

- 올해 UNV에서 미얀마에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음

         

(2) Volunteerism in Latin America: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y Dacil Acevedo, Latin American Center for Volunteerism, -Panama

- 많은 Latin America국가들이 70-80년대 독재정부 경험

- 따라서, 시민저항 많아- 시민단체들 강한 네트웤 형성

- 최근들어 각국 정부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자원봉사센터 등 설립

- 파나마의 경우 2008년도 IAVE 세계대회 유치, 이후 3년전 자원봉사 법 통

과시킴

- Latin America 나라들의 자원봉사운동은 시민주도로 시작- 정부는 지원하

고 있음. 

- 그러나 점차 정부의 늘어나는 개입은 기회이자 도전.

(3) Volunteering-a strategy for building the future, Roadmap development 

of volunteering in Russia 2020

     -by Galina Bodrenkova, Russian Volunteering Development Center, 

Russia

- 러시아의 자원봉사 변화는 불과 20년 정도

- 따라서 현재 인구의 4% 정도많이 자원봉사에 나섬

- 자원봉사의 전국센터는 아직 없고 현재 모스크바 센터가 전국센터의 역할 

담당함

- 최근들어 정부에서도 자원봉사 진흥의 중요성 인식

- 자원봉사 법, 제도등을 만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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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자원봉사 육성 ‘2020 러시아 국가 자원봉사 plan’ 길게 소개 – 
2020년도까지 20%, 2030년도까지 30% 확대 등/ 국가자원봉사센터도 설립 

예정. 

- 한국의 국가기본계획과 비슷- 실제로 러시아 대표단, 한국 부산등에 와 한

국의 사정을 공부해 갔다고 함. 

3) Breakout 2 (Rm 2) 세션- 오후 4;00-5:30

  

(1) Why a national volunteer center?

    -by Camen Chavaria, Centro de Voluntariado Gutamalteco, Guatemala

- 과테말라 자원봉사센터는 국가 자원봉사센터로 기능함.

-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워킹,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션 등 자원봉사 진흥을 

담당.

- 과테말라에는 매년 자원봉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필요. 

- 과테말라 자원봉사센터는 이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중임.

(2) Building community capacity through a strong volunteer management 

network

    - by Ken Philips, Volunteering West, Australia

- 서 호주(West Australia) 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음. 반면 

원주민들은 많음.

- 얼마전 서호주의 1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 매니저들이 모여 연대(alliance)

와 네트워크를 형성/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 문제를 회의하고 공동으로 문

제해결을 해 가기로 결의 

- 이후 동 네트워크에 참여할 지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참여 단체, 주민들을 

늘여가며 서호주 지역문제를 범주민 자원봉사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을 펴

고 있음.

- 기관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범지역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감. 

(3) Role of Government and the Independence for the Voluntee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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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Gareth Owen, one Westminister, England

- 영국은 지난 몇 년사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300개에서 200개로 

급격히 줄어

- 이는 새 중앙정부가 ‘big government’를 지향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예

산을 줄이고, 이에따라 지자체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을 연쇄적

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임.

- 이와 함께 영국의 전국자원봉사센터인 Volunteering England도 민간 자원

봉사단체들의 연합체인 NCVO에 흡수 통합됨. 한 part로서 존재

-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independent)이었음. 그러나 점

차 지자체에 의존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됐음.

- 영국 기업들의 사회공헌(CSR)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나; 그러나 자원봉사센

터들과는 project base로 일하지 센터 경상비를 지원하지는 않아.

- 경제가 어려우면서 센터들의 지역사회 모금력도 약화됨/ 결국 이같은 요인

들이 영국 자원봉사센터들의 어려움을 초래함.

-  그러나 사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CSR이나 volunteering

은 더욱 요구될 것. 따라서 센터들이 독립성을 다시 회복할 것.

- 1998년도 Tony Blair의 민-관 Compact은 아직도 살아있음.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 지자체들과 민간 sector들간의 하나의 협약일 뿐 정부의 공식 

의무사항은 아님.

- Compact은 토니 블레에 정부 당시 몇 년간 반짝하며 정부예산이 대대적으

로 지원되었을 뿐. 지금은 그렇지 않아.      

4) Breakout 7 (Rm 18), 오전 11:45 – 1:15

(1) Trenspotting- How to identify future Volunteering Trends to Build Highly 

Successful Volunteer Programs

    - by Judy Esomd, Edith Cowan University, Australia

- 자원봉사 관리자 450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자원봉사 변화 조사결과

- Social Media/ target marketing/ feel special 등이 중요

- 미래의 변화- 장기봉사에서 일회성 봉사로 전환할 것

- 장차 home based volunteer/ one time volunteer/ work it out volunteer/ 

       website volunteer/ family volunteer/ adventure volunteer/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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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eer/  you must volunteer/ significant volunteer 등으

로 전환할 것, 특히 젊은 세대

- 따라서 A-B-C 전략 중요

         (Get my) Attention

         (Make it) Brief

         (Cut the) Crap

  즉, 벽돌을 잘게 잘라라! (Cut the brick small)

- Bigger organization = more red tape

  professionalization = too much bloody paperworks

  따라서 지루한 훈련 -> 바로 volunteer가 되게

- 미래 사회는 thriving (번성) vs surviving (생존)

              finding solution (문제해결) vs finding faults (문제찾기)

              what’s true (무엇이 맞느냐) vs what’s safe (무엇이 안전

              한가) 의 대결

(2) Volunteering and the Changing Nature of Work

       - by Roger Tweedy, The NETWORK Center, New Zealand

- Henry Ford -> Co-working space

- What if there is no futrre for jobs? 

  J. Riffkin, 'The End of Work' - “80억 인구면 더 이상 일자리 없어”

- 그러나 노후에도 경제적 욕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있어

  ‘What can we do?"

- volunteering이 중요한 대안일 수 있어

(3) Student & Employee Volunteering, Legislative Complexity & the Digital 

Age: 

    - by nathan St. John & Mark Creyton, Volunteering Q ld, Inc.- 호주

- 자원봉사 운동에 있어서의 미래의 변화 5가지

   technical change/ legislative change/ university student change/ corporate 

change/ episodic change

- 이에따라 Volunteer Management Forum에서 동 변화내용을 다뤄

   4가지의 ke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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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의 변화   17명

         입법의 변화     16

         기술의 변화     15

         기업의 변화     10

         episodic 변화  8의 順 --> 이같은 변화들이 Volunteer Management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volunteer management 서베이는 mismatching - 즉, 응답자들이 

V.M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새로운 것보다 전통적인 것에 머물러

   예를들어 volunteer recognition  - 38명

                      inclusion    - 27명

                      training     - 27명 등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on-line volunteer management' 등에 대한 강조 없어

- 해결방안: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모두가 필요하다고 얘기함

      즉, increase training opportunities     - 37

         increase promotion of volunteering - 32

         more networking events for VMs   - 18

         simplifying legislation & policy     - 15 등등

- 적응성있는 (adaptive) 리더쉽 필요

    - stabel한 환경때는 - authoritative expertise 필요

      그러나 변화의 때는 - innovation, creation, boundary pushing, etc

      이 필요

 - adaptive process:

     - catalysts > problem solving

     - identifying adaptive challenge

     - focus on values

     - experiment, risk taking 등

- 장기 또는 하루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도 VM의 변화 필요

5) Breakout 9 (Rm 7), 오후 4:00-5:30

(1) Volunteer: Adovocates and Activities

      -by Anne Clear: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 호주 머독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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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단체가 watchdogs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delicate한 면을 포함하는 일임.

- 두 종류의 advocacy: 

      - institutional advocacy or inside tactics: 정부 위원회 등에 참가

      - radical advocacy or indirect advocacy

- 잘못하면 “bite the hand that feeds them"이란 인상을 줘

- 박사논문 research 결과:

    첫째: 과연 비영리단체들이 advocacy 활동하나?

       - two case studies:

           case study 1: - 100% 정부지원, 중간규모의 단체

                       - 그러나 조직의 CEO가 옹호활동 잘해, 전문가

                       - 따라서 회원들의 voice를 높이게 하고 제도개혁

                         끌어내

                       - 자원봉사자들, 직원들도 모두 voice높여, 옹호활동 

                         잘해

                       - 삼각형 모델: 회원들이 많음

           case study 2: - 작고, 정부지원 없음

                       - 이 경우엔 board가 옹호활동 

                       - 그러나, 회원들의 옹호활동은 적음

                       - 역삼각형 모델: 회원들이 적음

- key findings:

     - advocacy는 누가 조직을 끌어가는가에 달려있어

     -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 수, 

       즉 'more people, more impact'

     - 자원은 한정 (funding과 staff), 따라서 계속된 advocacy를 하려면 

‘회원’이 많아야

(2)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s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constulation

     - by Rodrigo Rorales Munos, Univesity College London- Mexico/UK

- ‘Local Agenda 21’는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한 것

- 경제, 환경, 개발 등의 교집합에 sustainable 개발이 자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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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zales Case: 1994년 Bio Plan

     - 커피 기업이 토양을 pollution, 그러나 정부 방치

     - 자원봉사자들이 Agenda 21과 협력

     - participation committee  구성, UN이 관심을 갖게 됨

- Social  & Polical Context: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 uncontrolled urbanization          - space for action

    - lack of awarness                 - inclusiveness

     - corruption                      - awareness

-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advocate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음

- how?  - value for foundation

         - trust of volunteers and government

         - act locally with government and other sectors

(3) Volunteer vocies in the corridors of power

       -by Carolyn Grenville, Cancer Council NSW

- Cancer Council 자금의 60%는 지역사회에서 나옴, 정부지원은 연구비 정도

- 암 연구->advocacy->prevention 활동->암환자 support

- 내년 7월 드디어 NSW의 식당, 까페등에서 담배 흡연 금지

- 다양한 캠페인 소개: Daffodil Day (cancer free day!)- 국회의원들 참여

                      Danny's Story, Jenny's Story 등 홍보

- 회원활동은 철저히 개인에서 시작: 각 개인 참여자들을 훈련시켜 Cancer 

Council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 지역사회 확대.

  - 그들을 control 하려고 하지 않음

- 비정파적 태도 중요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145 -

1) 자원봉사의 new trend 

-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관

심과 지식을 공유하는 study 모임 등이 필요할 것임.

2) 정부, 기업 등과의 협력

- 자원봉사센터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

음 (예, 영국, 노든 아일랜드, South Australia).

- 이에 따라 센터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생산적 긴장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이번 대회에서 선진국들은 정부와의 coproduction을, 개도국들은 civil 

society가 관심임을 확인함. 즉,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많

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보인 반면, 아시아 개도

국 참가자들은 향후 정부지원을 통해 자원봉사가 확대되는, 즉 시민사회가 

확대되는 과정에 관심을 보였음 (개도국 발표자들은 구체적으로는 시민사

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음).

- 자원봉사 운동의 중간 국가인 우리도 정부와는 생산적 긴장관계를, 그리고 

기업, 대학과는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국제 동향

 - 2015 Post MDGs 논의와 같은 범국제적 논의에 한국의 자원봉사계도 관심

을 가져야 함.

 - 한국의 위상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이젠 한국 자원봉사계도 IAVE등을 

통해 agenda setting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대한 한봉협 차원의 검토 

필요.

 

4) 개도국 자원봉사센터들의 등장

 -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과 러시아, 남미 국가들에서 속속 

자원봉사센터들이 들어서고 있음.

 - 이 같은 변화에는 지난 6년간 IAVE 이강현 회장의 리더쉽이 상당부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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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음. 이에 따라 한국 자원봉사계의 위상도 올라갔을 것임.

 - 따라서, 국제자원봉사 운동의 중간 리더 국가로서 하루빨리 한국의 한봉

협 및 센터, 또 자원봉사 정책들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임.

 - 그 점에서 한봉협, 센터, 포럼 등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임. 

2. 평가 및 제언

 - 이번 23차 IAVE 세계대회는 크게 아래 몇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였음.

1) 아직도 국제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보임.

- IAVE는 90년대 한국에 처음 소개됨. 당시 영국의 Liz Burns회장, 호주의 

Margaret Bell, 미국의 Kenn Allen 회장등과 한국의 이강현 회장등이 주축이 

되어 끌어갔음.

- 그러나 당시 IAVE는 permanent한 국제 사무국을 갖추지 못하고 대회만 

순회하며 치루는 모습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같은 모습임.

- 이번 대회 역시 주최국인 호주 중심으로 짜였고, 40여개 국에서 참가했다

고는 하나 EU, 미국 등 국제 자원봉사 운동의 주요 국가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었음. 주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 참여가 절대적으로 많았음.

2) 점점 더 자원봉사센터들 대회로 변해 감.

- IAVE 초창기 당시 회장 및 Board member들은 거의 모두 해당국의 자원봉

사센터 소장들이었음. 

- 이번 호주대회에는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를 해 더욱 센터 대회가 되어가는 느낌이 컷음.

- 따라서 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력 등 sector간 협력이 특히 강조되었음. 

3) 시민사회 (civil society) 건설에 대한 대회목표가 불투명함

- IAVE 대회 관심이 센터 중심으로 되어감에 따라 자원봉사(volunteerism)의 

본래 목표인 ‘시민사회’ 건설 보다 센터-정부 간 협력등과 같은 기능적, 

도구적, 미시적 관심이 더 컷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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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VE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같이 진행될 경우 서비스전달 또 advocacy 

NGO들의 참여는 더욱 적어질 것임 (지금도 World Vision, Oxfam과 같은 세

계적 서비스 NGO들이 참여가 없음).

- 이번 대회에서도 ‘시민사회’ 건설을 향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음. 단지 

자원봉사의 가치 (때론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강조만이 있었을 뿐임. 그러

나 자원봉사는 ‘과정’ (process)일 뿐 그 자체가 ‘목표’(goal)이 아님. 

IAVE 대회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세계적 

조직이 될 것임 

 (필자는 지난 MDGs 15년동안 volunteering이 UN 등에서 제대로 recognized

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음. IAVE는 각국의 volunteer 

center, management 등과 같은 도구적 관심을 넘어 각국의, 또한 Global 

Civil Society라는 보다 큰 시야를 갖추어야 할 것임. 필자는 IAVE는 적어도 

CIVICUS와 1/3 정도는 교집합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4) 자원봉사의 본질 자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 부족

- 이번 IAVE 대회에선 자원봉사의 new trend가 많이 연구, 소개됨.

- 그러나 과연 one-time, episodic volunteer등을 volunteer로 보아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는 적었음. 그것은 자원봉사의 4대 원칙중 하나인 ‘지속

성’에 변화를 가하는 중대한 논의임.

- 이처럼 IAVE 대회는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적고, 늘 도

구적 관심에만 집중해 왔음. 예를들어 정부의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원

봉사 운동의 자발성, 순수성에 숱한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그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음. 

- 또 중국, 미얀마의 자원봉사를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었음. 

- IAVE 대회가 이처럼 도구적, 미시적으로 흐르는 것은 대회가 자원봉사센

터 중심이기 때문임. 필자는 IAVE board에 자원봉사 전공 학자,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가 많아야 할 것으로 봄.

5) 개도국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가 수준이하임

- 끝으로, 이번 IAVE 호주 대회는 세계대회로서 외국인 참가자들에 대한 배

려가 거의 없었던 대회로 기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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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각 session 발표가 단순히 PPT 발표인 탓에 외국인, 특히 영어를 못

하는 아시아 참가자들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가 극히 어려웠음. 

- (만약 PPT 발표가 꼭 필요하다면 대회측은 적어도 발표자들에게 2장 정도

의 내용 요약문을 사전에 받아 각국에 보내 참가자들이 미리 내용을 알도

록 배려했어야 했음. 

- 이 같은 태도는 자원봉사 세계대회란 말이 무색할 만큼 영어권 백인 주최 

측의 무성의, 오만의 결과임 (행사후 web site에 발표문을 올린다고 하는데 

뒤늦게 PPT만을 올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 둘째, 이번 호주대회에는 booth 자료도 거의 가져갈 것이 없을 정도로 역

대 IAVE 대회 중 가장 빈약한 대회였음. field trip도 없었음. 

-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IAVE 세계대회 

사무국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상의 문제점들에도 대회는 성공적이었음.

- 무엇보다 150개에 달하는 많은 breakout session이 성공적으로 열린 것은 

치하해야 할 것임.

- 또한 6년간 IAVE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강현 회장의 무사 퇴임과 

새 회장의 선임, 또한 차기 대회장소로 멕시코가 선정된 것 등 모든 일정

이 순조로왔던 것 역시 큰 성과였음.

- 필자는 IAVE 대회가 앞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

을 바탕으로 더욱 훌륭한 각국 자원봉사, 시민사회계의 global platform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따라서 앞으로 한국 참가단은 참가에 앞서 발표문의 사전 송부, booth 요

청 등과 같은 것들을 대회 사무국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것이 IAVE를 발전시키고 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며, 한

국은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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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제 23차 IAVE 호주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자 : 장 준 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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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회 참가 목적

 이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세계자원봉사대회는 개인의 도전과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교류 등을 통해, 개

인의 성장과 사회적 환류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실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이하 ‘한자협’)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설

립된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들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안전행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은 민간(법

인, 위탁)을 법에 의해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59%에 

이른다.  국가주도의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관에 

의해 설립, 민을 통한 운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

향과 제도, 및 문화의 의식의 차에 의한 센터운영은 천차만별이다.   

 문화를 정책과 제도 등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초기부터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왕 국가가 시민사회구성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

는 목표로 국가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민관협치의 모습은 

잘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대와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 등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만능적 존재는 아니지만 인프라의 역할, 적어도 디딤돌의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그것은 재정지원의 한계(지방비에 전적의존), 

18년의 역사에 비해 탄탄하지 못한 조직체계, 모금활동 제약, 관의 지나친 

간섭, 지역공동체와의 느슨한 연대 등 참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화된 외국의 자원봉사활성화 정책과 시스템을 비교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으며 이런 점에서 제23

차 세계자원봉사대회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접근은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효율적인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소스 발

굴 등은 매우 의미 있는 목적일 것이다.

 한자협은 협회 회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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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전이 단지 센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그것만이 되어서

는 안되며 변화하는 자원봉사현장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자생적 힘을 길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끊임없이 제

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목적은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자원

봉사정책을 실현시키는 단위로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과 의견 수렴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동프로그램

 가. 기관방문 요약 및 소감

  1)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NSW office of communties)

    - 호주인구의 36%(약 640만 명/NSW 주 200만 명)이상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연방정부 60% 주정부 20% 센터 20% 등으  

          로 현재 한국 내 운영비 구성 비율(지방정부 100%)과 대조

    - NSW주는 2년 전 자원봉사전략을 개발( 자원봉사를 쉽게 전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 활동기반을 넓히고, 고용창출과 연관성을 가지며, 

직장 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향상, 자원봉사자들의 가치와 

업적을 기리는 것 등)

    - 호주의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①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인정보상이 원칙

      ② 자원봉사자 개인의 건강과 안녕, 신뢰, 사회적 연계, 수명 등에 

긍정적 영향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봄

      ③ 기업, 팀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지지만 소득적인 보상은 아님

      ④ 시상은 상패, 증명서, 소속기관 기부 등으로 이루어지며

      ⑤ 시상기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주도성, 결과의 효과성이 중심

  2) 커먼웰쓰은행(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

   - 연 25,000시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환원

   - 활동 목적은 지역사회문제 해결활동, 지역사회를 경험, 이를 통한   

        개인의 발전과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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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별활동, 스쿨멘토링(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적 경제 스쿨 개설하여 기술함량 및 고용지원, 아이들과 교류를 통  

        해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임직원 개인이 가진 비즈  

        니스 능력을 비영리 조직에 나누어 주는 프로보노 서비스 활동을   

       통해 은행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려냄

 3) NSW 자원봉사센터(The Center for Volunteering)

   - 전략수립 및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

   - 자기들(호주) 선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언급하는 점이 감동적

   - 센터의 주요역할은 자원봉사를 촉진, 자원봉사자 모집 ․ 관리 ․ 훈련  

       ․ 인정, 영리․비영리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기관 사회보장성과  

       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개인 및 비영리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연계,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제언 ․ 옹호 활동 

   - 호주에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의무화 여부

      ① 정규교과 과정이 아니며, 

      ② 학교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③ 학교 재량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자격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기도 함. 

      ④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도 하며, 

      ⑤ NSW 교육부에서는 대학과정에 2학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학과 학생들의 프로보노활동 하도록 격려, 의과대학에서 6  

             개월간의 의료봉사 실습을 하고 있음 )

 4) 호주 적십자(Red Cross Australia)

   - 1914년 호수 적십자 창립 (호주 전역 4만 명,  NSW 1만 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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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재해 긴급구조, 청소년 지원활동,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지원

   - 기존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유연한 형태의 활동 변화

   - 자원봉사프로젝트 매뉴얼‘Action Hands Book’

   - 자원봉사 인식향상을 위한 캠페인 ‘Plus Effect Campaign’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인식 개선 캠페인)

   - 자원봉사활동을 비영리 ․ 영리 등을 포괄하는 자원봉사 영역 개발 주장

 5) 시드니 한인여성회(Sydney Women Association)

   - 한국 영서 및 호주 내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립 및 활동

   - 1,200여명의 회원 중 60명 정도가 정기 자원봉사자로 활발히 활동

   - 이민자들이 호주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문화, 건강, 상담, 각종 행사  

         참석, 한국 여성단체와 교류 등)

나. 기조연설 - ‘자원봉사와 인권’(Michael Kirby/ 전 호주대법관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 어려운 시기에 낮은 자를 향하는 자원봉사자의 의무 ☆

     (제목은 인권에 관한 연설로 되어 있지만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의 강연)

    - 자원봉사는 인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것이 옳

은 일이라면, 시대적인 괄시와 무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 호주 대법원의 공산주의 인정과 모든 정당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 1940년 대 호주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

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했으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

한 안건이 대법원에 상정되었지만,  호주 대법원은  “호주에서는 누군가가 

믿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따라

서 그 누구도 공산주의를 금지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의 흥망은 억압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라며 판결을 

내렸으며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판결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 모

든 정당의 자원봉사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어

려운 시기에 소수와 낮은 자를 향하는 것이 의무임을 강조한다.

    - 호주 원주민 에보리진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막기 위한 헌법 개정

운동, 그리고 백호주의 정책을 없애기 위해 정치권에서 정권과 정당을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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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력하였으며 서로 조금씩 다른 자원봉사자들, 학생들,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배우고 인정하면서 극복해 나갔다. 

    - 여성,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에 대한 시민적 노력과 자원봉사

자들의 활동을 통해 극복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낮은 자인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지 않다고 생각한 이들이 앞장서서 

행동하여 이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다름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자원봉사는 인기 없는 분야(꼭 해야만 하는 것, 정의로운 것)에서도 활

동해야 한다.

다. 전체회의 - ‘Volunteering: the role of government, 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Richard Dictus / 유엔볼런티어-UNV)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과 MDGs2) 이후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참

여와 자원봉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 MDGs는 전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2000년 UN을 통해 채

택되었으며 8가지 목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

등 및 여성능력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그리고 여덟째, 이 모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노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상당부분 훌륭한 성과

를  거두었는데, 이런 MDGs의 성공적 달성은 정부의 관심과 투자, 정부정책

의 일관성과 목표의 정확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

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은 자

원봉사를 통해서이며 가장 경제적이고, 대규모이며, 공동의 목표를 가슴에 

지닌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힘은 자원봉사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

람들이 이해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발전에 참여해

야 할 것이다.

2) *2000년 유엔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개

발분야 목표 이행을 위해 2001.9월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유엔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MDGs 48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분야별 지역별 이행현황 편차가 심화되고 있

어, 2015년까지 전체적인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  MDGs 8개 항목 중 초등교육, 양성평등, 지속가능환경에

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빈곤퇴치, 아동사망률감소, 모성보건 분야는 성과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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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MDGs 가 끝나면 그 이후는 SDGs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적 발전 의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SDGs의 달성도 시

민의 참여와 자원봉사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유엔볼런티어와 IAVE, 전

세계 자원봉사 커뮤니티는 SDGs의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 Richard Dictus는 많은 이들의 참여는 사회정책으로 형성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국가 및 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사회정책으로 이끌어 내

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원봉사가 참여를 통한 공동의 노력, 잠재

력적인 성장을 유도해 내야한다고 역설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다리역할이 필요하며,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 진흥

을 위해 자원봉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① 전통문화, 가치관, 종교적 기반을 통한 자원봉사

② 인센티부의 적절한 부여

③ 정치, 경제적 논리에 메이지 않는 자원봉사 정신

④ 영향력 있는 자원봉사활동

⑤ 젊은이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

⑥ 소셜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정보교환

⑦ 모든 국가들이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필요

 

라. 포럼 –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The Role of Government in 

Supporting Volunteering)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즉 캔버라시 정부의 자원봉사활동은 적십

자, 병원 등에서 시작, 1년에 3일씩 자원봉사 휴가제(Community Leave)를 실

시, 대학 ․ 기업 등과 협력하여 Community Service 활동 강화

- 남호주(South Australian) 지역은 정부와 협력사업을 많이 한다( 정부, 

기업, NGO 등이 모두 참여해 6년 계획을 수립). 하지만 집권 여당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 예산이 달라지는 등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원봉사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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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Dictus (유엔볼런티어-UNV)  :  자원봉사가 사회적 통합을 유

도하며 시민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원봉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절대로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그

냥 그대로 받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자원봉사는 시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그들이 선택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 Wendy Osborne, Volunteer NOW, Northern Irland

 :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은 양날의 칼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예산지원목적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출 수 있

어야 하며 정부정책,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민주주의 참여로 정부와의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정책에 있어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

적인 부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선택프로그램

  1) ISOLATED AND RURAL COMMUNITIES: CREATING CONNECTION 

THROUGH VOLUNTEER NETWORKS

   가. 바바라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Wolfgang Kreil, Bavarian 

Network of Volunteer Centres)

     - 독일 바바리아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

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 자원봉사 조직과 현대  자원봉사기관 간 활동양상이 달라 갈등이 생

기기도 한다. 이를 경우 자원봉사자들 간의 끊임없는 논의와 과정을 통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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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노력과 과정이 바바리아 농촌지역을 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

나. 변두리지역 보건분야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Sharon Walsh, Bendigo Health)

   - 빅토리아 지역 보건기관으로서 더 작은 지역의 보건단체와 기관을 

지원한는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은 전체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방식.

   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소

개하고 있었고, 특히 자원봉사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격려와 지지를 강

조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VOLUNTEER CENTERS: WHY WE NEED THEM

 가. 왜 국가자원봉사센터인가? (Carmen Chavarria, 과테말라 자원봉사센터)

   - 국가 자원봉사센터로 기능.

   -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워킹,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션 등 자원봉사 진

흥을 담당

   - 과테말라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이 필요

  

 나. 자원봉사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Ken Phillips, 서호주

자원봉사센터)

  - 서호주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원주민들이 상대적

으로 많음.

  - 서호주 1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 매니저들이 모여 연대와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 문제를 회의하고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

력할 것을 결의, 이 후 네트워크에 참여할 지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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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늘여가며 서호주 지역문제를 범주민 자원봉사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을 

펴고 있음.

 다. 자원봉사 영역의 독립성과 정부의 역할 (Gareth Owen, 원웨스트민스터)

 - 영국은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300개에서 200개

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새 중앙정부가 ‘Big Government’를 지향하면서 지

자체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

산을 연쇄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영국의 전국자원봉사센터인 Volunteering England도 민간 자원

봉사단체들의 연합체인 NCVO에 흡수 통합되어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 해 왔으나, 점차 지

자체에 의존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부나 지방체의 영향에 예속되어 가는 경향

으로 흐르고 있다. 

 - 또한 영국 기업들의 사회공헌(CSR)활동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이나, 자

원봉사센터들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우면서 센터들의 지

역사회 모금력도 약화되었다. 

 - 그러나 사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CSR이나 Volunteering

은 더욱 요구될 것이며, 센터들의 독립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가. 자원봉사계의 비젼 설립

     1) 자원봉사센터의 지방자치정부의 의존성을 줄이고 민간자금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

       - 국가자원봉사정책의 지역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사무 업무  

            에서 국가사무 업무로의 개념전환이 필요

       - 지역의 기업참여, 도네이션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  

            터운영에 관한 제도 정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  

             체 조례 개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현실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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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젼을 요구

       

    2) 시민성과 공공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계의 영향력 있는  

         액션이 필요. 

   - 현재 센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정부정책의 공공  

         성에 대한 의견반영 및 비판이 자유롭지 못한 점은 시민성과의 단  

         절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원봉사가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은 환경보전 논리보다 개발논리가 앞서는  

        입장에서 정책추진 중 시민들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있으며 이  

        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활동은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다.

  - 자원봉사계 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직접적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하고 홍보하는 역할  

       을 통해 시민성이 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평가 및 제언

  - 국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사전 교육과 해설 등은 참여자들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행사참여를 위한 준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 이후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위해서 발표내용을 사전에 논의하고  

        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 자원봉사영역의 다양한 분야(청소년, 대학생, 시민단체 등)의 참가자  

       들에 대한 참여와 추천을 통해 참여 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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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

제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참가보고서

정현수(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Ⅰ. 대회 참가 목적

   자원봉사계에 몸담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싶은 욕구와 개인의 역량강화 및 세계의 자원봉사 이슈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함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과천에서의 근무를 바탕으로 영광의 기회

가 되었고, 대회 참여를 통하여 한국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

화와 국제적 교류를 통한 다양한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Ⅱ. 참가 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호주 자원봉사 관련 기관방문

   (1) NSW주 정부의 지역사회 협력국

     -640만명(국민의 36%)이상 의 자원봉사자

     -1년의 7,500만 시간의 이상 봉사참여

     -NSW주에서의 자원봉사자 200만명

     ⇒ 성인 봉사자의 80%이상의 봉사자가 부모가 봉사했다는 결과와 40%

이상이 어렸을 때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호주의 자원봉사정신은 

우리나라와는 중요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름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자원봉

사학습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커먼웰쓰은행

    -2013년 25,000여시간 자원봉사 참여

    -스쿨멘토링 : 사회적 경제 스쿨개설, 기술함양 및 기술지원, 참여하는 

직원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믿음

    ⇒ 팀별 정해진 노력봉사 외에 저소득 멘토 봉사(스쿨멘토링)은 직업상

담 및 장래에 대한 지원까지를 멘토할 수 있는 봉사로 봉사의 영역을 확대

하여 실천하고 있었고, 실적 및 자기 만족 중심이 아닌 실제 지역에서 필요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봉사에 참여하는 임직원 봉사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는 면이 본받을 점으로 보인다. 기업의 특성을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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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연계로 봉사자 및 수혜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NSW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자원봉사 촉진, 자원봉사 모집관리, 훈련, 인정,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향상 등이 자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원봉사의 탁월

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중

심의 인정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었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의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과천도 가치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활동 인원 및 시간이 중심보다 가치를 인정하고 단

계적인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환경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4) 호주 적십자 및 한인봉사회

   ⇒Plus Effect Campaign :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다는 인색 개선캠페인처럼 자원봉사 의식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의 캠페인

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는 학생의 자원봉사가 의무화 되어 있거나, 자원봉사 업적에 대하여 

경제적 개념의 인정과 보상이 이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가치인정 또한 자

원봉사자 스스로도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연계, 수명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였고, 정부와 기관에서도 증명서, 생일카드, 축제 초대 등으로 

자원봉사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과천의 경우, 시간에 따른 할인가맹점, 해

외 현장체험의 기회부여, 금배지 제공과 명절 및 새해 인사 카드등의 인정보

상의 형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가치중심의 인정보상과 봉사자의 마음을 

울릴수 있는 편지 등을 통한 인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Volunteering : the role of government, 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 (Richard Dictus, UNV)

 2000년 UN을 통해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8개의 목표가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

등 및 여성능력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증등 질병ㅚ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이 모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나 세계의 시민, 국민의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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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SDGs)에 자원봉사를 핵심과제로 포함하고자 하는 추진

과 더불어 SDG 달성도 시민의 참여와 자원봉사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자

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한

다.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도 MDG, SDG의 세계적 흐름에 

따른 계획을 반영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기본계획 조차 새로운 계획단계로 들어갈 때, 지

난 과정을 평가하거나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

는 관리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

원봉사를 확산시키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실적보다 가치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며, 가치를 더하는 볼런티어 파트너가 되기 위한 관

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차 노력해나가야겠다. 

2. 선택프로그램

 1) Volunteering : A Bussiness and Community Partnership - the case of 

Australia Bussiness Volunteers partnership with IBM 

    (Sarah O'Connor, Austraian Business Volunteers)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 IBM 기업 자원봉사자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유는, 공동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문제를 다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사회적으로 전

진하는 동시에 회사의 성공으로 이끌기, 사회적 의무, 자선이 아닌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방법 자선 기부단체가 아니라 ‘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업이 

긴급한 사회이슈에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이다. IBM과 

그 직원들의 가치는 IBM 직원들은 자신을 지역사회 또는 정부기관이 그들에

게 던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개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며 봉사

를 통하여 자신의 이무와 가치관에 충실한 기관의 소속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IBM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무료컨설팅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설립하여 

201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발, 에너지, 교통, 교육, 기술과학 연구, 마

케팅 등의 분야에서 140,000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에 IBM의 가장 능력있

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년 500명 52개국의 IBM 직원이 참여하였다.

기업 봉사단의 모델 : 각 CSC팀은 10-12명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ABV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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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고 IBM의 전문지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ABV는 1981년에 설립되었고 사업개발, 전략기획, 금융부문개

역, 조직개발, 정보통신 기술,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사례

 1)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폭넓은 시각을 가지려는 지속적인 노력, 관리자들

과의 교류기회 확대

    일상적인 업무에 매진하여 자원봉사계의 이슈를 파악하고 업무에 반영

하는 일과 관리자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보

다 뒤로 밀리는 경우들을 최소화 하고,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폭넓은 시각을 

갖고, 관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노력해야겠다.

 2) 함께 한 봉사자와 과천의 프로그램 도전

   지역의 이슈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이슈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3) 호주 자원봉사 관련 기관방문이라는 새로운 경험

    NSW주의 자원봉사 전략과 NSW자원봉사센터, 커먼웰쓰은행, 적십자, 한

인봉사회의 주요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하

게 되었고, 가치중심의 자원봉사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2. 평가 및 제언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및 평가

     2차례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 주제 및 세부 주제를 공유하고, 

진행 일정 등을 자료화하여 제시하여 참가자로서 사전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또한 평가회를 통하여 대회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대회기간동안 소화

하지 못한 부분의 내용까지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대회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인솔 및 대회안내, 내용전달을 함으로서 참가자

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166 -

 2)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성장의 기회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현장에서 자원

봉사가 프로그램 진행으로 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그 과정에 시민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배제되

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라자로서의 자세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태대회 경험에 이은 세계대회 경험은 또 다른 시각으로 자원봉사를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흐름에 맞는 자원봉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다.

 3) 자원봉사 관리자와의 교류 확대

    이번 호주대회에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 관리자들과의 자원봉사 업무 및 

이슈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소중한 기회가 앞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모임구성 등을 통하여 노력할 것이다.

 4) 타기관 자원봉사자와의 교류 확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및 봉사자와의 간단한 미팅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함께 한 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다. 지

속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과천의 봉사자들과 끈끈한 유대감 형성

    담당하고 있는 봉사단의 봉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과

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3. 전체 소감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왜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봉사자들은 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

었다.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 보다 자원봉사활동 평가

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리자로서 인

정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치중심보다 경제적인 개념을 더 중요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가치를 더하는 볼런티어 파트너’라는 

과천의 미션처럼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형태의 감사의 편지한통,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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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생일축하메시지 전달 등의 노력을 시도해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매뉴얼 개발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를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하여 한단계 한단계 수행하며 자원봉사의 재미를 느끼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재미있

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자원봉사를 생활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절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평가해볼 때, 이번 대회를 전체 다 이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도

의 역량이 강화되진 못했지만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실천의 시작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과 소그룹 미팅으로나마 자원봉

사 이슈를 다루고,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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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

제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 세계대회 일정 : 2014. 9. 15(수) ~ 9. 20(토)

▮ 참가일정 : 2014. 9. 13(토) ~ 9. 21(일) 7박 9일

▮ 장    소 :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 작성자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 주민정 

▮ 제출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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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회 참가목적  

1. 국내외 자원봉사 현황 파악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

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흐름을 확인하고 각국의 다양한 자원봉

사활동의 방향을 확인하여 자원봉사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

대시키고자 함

2. 자원봉사단 창단 20주년을 앞둔 향후 방향 모색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단은 1995년 자원봉사단을 창단한지 만 20년을 앞

두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자원봉사 1세대를의 열성적인 활약으로 우리사회

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변화와 

자원봉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단의 역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

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음.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해외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참고하고자 함.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참가 내용

가. 기관방문

일  시 : 2014. 9. 15(월) 10:00~12:50

장  소 : 시드니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Darling Park, 19th)

참석자 : *호주 시드니 자원봉사 관계자 6명

Nathan Barker(Commonwealth Bank), Gemma Rygate(NSW

center for volunteering), Michael Johnson(NSW Red Cross

Australia), Simon Watts(Director, NSW Volunteering), Paul

Spink(Senior Project Manager, NSW Volunteering), Angela

Chaperon(Senior Project Officer, NSW Volunteering)

*호주 시드니 한인 여성회 3명 

Agnes Shim, Ms Sue Teon, Herriet Chung

*통역자 2명(박화서, 정진영)

*한국 참가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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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지역사회협력국(NSW office of communities)

/헬렌 로저스(Helen Rogers)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자원봉사 현황 소개

○ 호주 국민의 36%이상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약 640만명)

○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연

간 750,000명이 참여하고 있음

* 뉴스우스웨일즈 주의 5가지 중요한 자원봉사 목표

1. 보다 자원봉사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며

2.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확보하고

3. 고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자원봉사가 하며

4.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5.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업적을 기록한다.

○ 자원봉사자들의 2/3가 부모님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40%가 어

릴때부터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이 자원봉사

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때부터 전생애에 걸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2) 커먼웰쓰은행(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 / 네이든 바커,

Nathan Barker

○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중의 하나로 전세계 5만여명의 임직원이 있음

○ 자원봉사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며, 연간 25,000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

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1.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2.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하고 개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

1. 팀 봉사활동

2. 스쿨 멘토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직업, 장래를 

위한  멘토 활동,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은행 

직원들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됨

3. 재능이나 기술공유 :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환원

3. NSW 자원봉사센터(NSW Center for Volunteering) / 젬마 라이게이트 



- 171 -

소장(Gemma Rygate)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활동

- 인식개선, 모집, 관리, 교육,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인식증대

-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

- 국가기관, 사회보장성과의 긴말한 관계

- 자원봉사자 추처느 연결 프로그램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고취

- 옹호프로그램 :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한 활동, 국가적 기준을 공유하고 

원리,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 개인, 영리, 비영리기관, 정부기관까지 연계하며,

전반적인 기준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음

- 인식, 인정, 보답 : 실질적인 인정방법모색

○ 학생, 25세 미만의 대학생, 65세 미만의 성인, 65세 이상의 노인 등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19개 행정구역에서 매년 12월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자원봉사 관리규정

자원봉사 배치와 참여를 통해 호주 전역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옹호 프로그램 : 자원봉사 원칙선언문에 사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함

2) 훈련 및 교육과정 :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credit, non-credit과정,

on-line, 집합과정 등 다양한 과정의 교육을 실시, 파트너십-멤버십을 통해 

투명경영의 좋은 예가 되기 위해 노력

3) 기본원칙 : 개인의 능력을 통한 지역사회와 조직의 강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험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 호주 NSW 적십자(Red Cross Australia, NSW) / 마이클 존슨(Michael

Jonson)

○ 적십자는 1864년 헨리 디너에 의해 국제 적십자 시작하여, 현재 180여개

국에서 활동 중이며, 호주의 적십자는 1914년부터 시작하여 매해 창립을 

기념하고 있으며 3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172 -

○ 재난구호, 인도주의적 지원, 사회적 약자를 사회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

을 하고 있음

* 7가지 주요원칙 : 인류애, 독립성, 중립성, 단일성, 보편성, 자발성, 당위성 등

* 자원봉사서비스 project

○ 보수적 기관성격에서 벗어나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

○ 사람은 늘었지만 활동시간은 줄어들고 있어 더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기업, 지역, 재능기부, 개인 등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적십자는 자원봉사 관리 원칙은 임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동일하게 적

용됨 : 기획(planning)-연계(engaging)-개발(developing)-지원(supporting)-

유지(retaining)-전환(transitioning)의 싸이클

○ 자원봉사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Effect 캠페인 : 자원봉사가 얼마나 더 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캠페인,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음

5) 시드니 한인여성회 /아그네스 심 대표(Agnes Shim)

○ 한국여성 뿐 아니라 세계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2002년에 설립하였으며, 1200명의 회원이 있으며 현재 임원 및 자원봉사

자가 60명 임

○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 한국인이 대부분이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음

* 주요활동

- 문화센터, 건강, 상담, 세미나, 문화행사, 주류사회 소수민족 행사 참여, 한

인여성 민 다민족 여성의 날 개최, 지역명사 요리대회, 여성단체와의 네트

워크 활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 주요수상

- 2004년 호주전체 자원봉사상 1위

- 2005년, 2008년, 세계여성평화연합 봉사상 수상

6) 질의응답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무 봉사활동과 비슷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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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물어봤으나, 우리와 같은 시스템은 없었고, 다만 대학교 입학시 

자원봉사활동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경우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를 정례화 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음

○ 호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음. NSW

주정부에서 60%, 연방정부에서 20%를 지원받고 있으며, 회비나 교육 참

가비 등의 자체 예산은 20%정도 임.

○ 호주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우리나라처럼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건강과 안녕, 신뢰, 사회적 연계, 수명

연장 등의 긍정적인 영향들이 다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

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와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음.

○ 실질적인 격려의 방법은 자원봉사의 혁신성에 대한 시상과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트로피와 증명서, 생일카드, 연말파티 등을 들 수 있음

나. 대회참가

1) 갈라디너 및 문화의 밤(GALA DINNER AND CULTURAL NIGHT)

○ 호주 원주민의 문화와 그들에 대한 상호 존중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음. 호주인들 조차도 원주민의 문화와 정신세계데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는 다는 걸 알수 있었음. 특히 이날 마지막 연설에서 외

쳤던 “진저리”는 대회 마지막날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됨

○ 이강현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토니 에봇 호주총독(Hon. Tony Abbot MP,

Prime Minster), 팀 잭슨 호주 자원봉사협회 회장의 인사를 통해 IAVE세

계 대회의 의미와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며, 세

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의 인사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음

○ 특히 토니 에봇 호주총독이 직접 환영사를 하여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 

뿐 아니라 호주참가자들도 무척 고무되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야망을 가져야 하며, 자원봉사의 진흥은 우리모두의 일이며 모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매우 인상적이

었음

2) 9월 18일(목요일) OPENING PLENARY SESSION

○ 2015년 IAVE의 방향 : 자원봉사계, 시민사회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자

원봉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성명서를 준비함. 지속가능개발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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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도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

을 다루고자 함

○ 마이클 커비(전 호주 대법관)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훌륭

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계,

유엔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인권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

○ 호주의 공산주의자. 애보리진, 여성, 이주민,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에 대

한 편견과 차별을 이들의 자유로 이끌어낸 것도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힘

입은 것임

3) 9월 19일(금요일)

PLENARY PANEL /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고찰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 MDGs 는 전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해 2000년 UN에서 채택한 새천년개

발목표로 8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초등교육의 보편적 달성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대

6. 에이즈 등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8.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전세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효율성과 가능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의 장이 확대

(예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의 대처법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문제 해결,

파키스탄의 학교 건립을 위한 운동 등), 위험한 곳에 직접 가지 않고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정치적으로 성장되고 안정되어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

히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곳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이

끌어내는 자원봉사의 힘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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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현장에서의 자원봉사의 역할,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 등 언급

FORUM / The Role of Government in Supporting Volunteering 자원

봉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 호주정부의 자원봉사 지원활동에 대한 역할을 소개하고 논의함

○ 캔버라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적십자와 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3

일간의 자원봉사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에 의

한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남호주 지역은 정치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음

○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며 더욱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함

○ 자원봉사의 숫자 보다는 사회전체에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의 의견을 바꾸고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이야기해야 정부가 바뀔수 

있음. 그러므로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외침이 필요함

4) 9월 20일(토요일)

FORUM / Volunteering in a Post-2015 Wor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달성 

이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

○ 전세계적 목표이므로 각 국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하며, 자원

봉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한목소리

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함을 강조

○ 자원봉사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Dictus는 참여와 디자인, 자원봉사 조직

을 꼽음. 다양한 정책이 세워지지만 직접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

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반영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성과도 확인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분야에서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음.

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책임을 지고 정부측에도 역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

○ 정부에 비해 NGO의 경우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구글의 경우 업무환경이 다같이 이야기하고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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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

○ post-2015는 향후 10년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자원봉사도 매우 중

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IAVE대회에서 나온 이슈들을 공유하고 세계적

으로 같이 행동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FINAL PLENARY & CLOSING CEREMONY

Global Review on Volunteering (Red Cros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Volunteering

Creativity, Innovation and Volunteering

IAVE : The Next Four Yours

○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만화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 보여줌.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상

황을 소개하며 동시에 그들이 재난현장에서 90%의 목숨을 구해낸 활동에 

대해서 알리며 적십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림

○ 자원봉사활동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서 자

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줌

○ 자원봉사의 창의성, 혁신성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 하며 자원봉사의 중

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음을 발표함

○ 새로운 IAVE회장이 된 Kylee Bates가 향후 IAVE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기 대회는 멕시코에서 열릴 것을 알리며 국제 IAVE 호주

대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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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프로그램

1) 9월 18일 <1부> BREAKOUT 3

VOLUNTEERING : THE PATH TO INCLUSION OR THE ROAD

LESS TRAVELLED? 자원봉사 : 함께 가기 위한 길인가 혹은 적게 돌아가

는 길인가?

Social Capital from Volunteering (자원봉사로부터 얻는 사회적 자본) /

Kath Snell(Volunteer Task Force-Australia)

○ 자원봉사를 하며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며 이는 개

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소속감, 자립할 수 있도록 돕

고,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함, 새로운 관계형성, 사회성 향상)

을 미치고 있음.

○ 실제 예로 Paul의 경우 자원봉사를 통해 직업을 얻고 사회인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음

○ 자원봉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자원봉사는 정신건강 향상 68%, 자존감 향

상 60%, 지역사회 이해 81%, 건강증진 51%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기여와 개

인의 건강이라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음

Towards a more inclusive society thruo호 volunteering in Korea :

causes of and solutions to Korea's social division / Ubin Lee (Korea

Forum of Volunteerism, Korea)

○ 대한민국이 주도해온 초고속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살펴보며, 자원봉사에서도 양극화 되어온 현실을 짚어봄

Looking to Social Inclusion : there is a place for evertone / Melaina

Tate(The City of Tea Tree Gully, Australia)

○ 호주에는 인구의 3%가 장애인으로 4백만명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연령의 83%가 취업을 한 것에 반해 장애인의 경우 54.3%가 

취업을 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임.

○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하는 분야를 찾아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9월 18일 <2부> BREAKOU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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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ING AND TECHNOLOGY : A BUSINESS AND

COMMUNITY PARTNERSHIP 자원봉사와 기술 : 기업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Building a Global Business & Community Partnership 글로벌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구축 / Diane Solinger(Google, USA)

○ GooglersGive : 격려, 가능성, 임파워

○ 1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50%이상의 종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 

○ Ambassadors as Leaders :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 구글의 

가치를 확립하고, 전세계 160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성장시키고 있음

○ 지역 자원을 위한 국제적인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음

○ 이밖에도 청소년 멘토링, 굶주림 해결,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Volunteering : A Business and Community Partnership - the case of

Australia Business Volunteers partnership with IBM(기업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 IBM과의 호주 기업자원봉사 파트너십 사례) / Sarah

O'Connor(Australian Business Volunteers, Australia)

○ 왜 NGO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필요한가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인 중요한 변화와 요구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업이 자선가가 아닌 기업으로서 행동을 

할 때 더 큰 반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

○ IBM과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방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소개

Micro-Volunteering@Deloitte : A revolutionary way to us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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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nd make an IMPACT (Deloitte의 마이크로 볼룬티어 : 온라인

을 통한 기술의 사용과 효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법) / Vanessa

Cover(Deloitte Touche Tohmastu, Australia)

○ 딜로이트의 특별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마이크로 자원봉사의 새로운 측

면을 소개함

○ 84%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함. 딜로이트는 이러한 사람

들을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자신들이 가지

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

○ 그리하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강한 자국을 남기고자 함.

3) 9월 18일 <3부> BREAKOUT2

VOLUNTEER CENTERS : WHY WE NEED THEM 자원봉사센터 : 왜 

필요한가

Why a national volunteer center? 왜 국가 자원봉사센터인가?

Camen Chavarria(Centro de Voluntariado Guatemalteco, Guatemala)

○ 국가자원봉사센터로서 과테말라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소개

○ 자원봉사관련 단체간의 네트워킹 지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코디

네이션 등 자원봉사 진흥을 담당하고 있음.

○ 매년 자원봉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성

과도출을 위해서는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차원의 자원봉사 관련 시스

템이 필요함.

Building community capacity through a strong volunteer management

network 강한 자원봉사 관리자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형성 /

Ken Phillips(Volunteer West,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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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를 통한 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 관리자들

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함.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간에 자

원봉사관리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파지함

○ 많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의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한 준비나 훈련이 되

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호주의 WA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관리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환경

을 조성하여 그 지역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원고를 중심으

로 설명

Role of Governmen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Volunteering Sector

정부의 역할과 독립적인 자원봉사의 영역 / Gareth Owen

(One-Westminster, Northern Ireland)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공유

최근 10년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안정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으며 

전체 영국 자원봉사센터들이 같은 심볼의 사용등을 통해 같은 형태의 운영

을 통해 신뢰와 안정을 꾀하고 있음.

자원봉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문직으로 고용되기 위한 하나

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자원봉사는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조직이 

더욱 강하게 하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 9월 19일 <1부> BREAKOUT 5

INSPIRATION, ASPIRATION AND VOLUNTEER LEADERS WHO

MOTIVATE

Volunteering to develop leadership / Theresa Oh(Value Garden, Korea)

○ 한국의 자원봉사의 특성을 사람에 대한 서비스 중심이고, 단기봉사와 일

회성 봉사가 많으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

적인 공감(Empathy)를 자원봉사와 연결시켜 이야기 함. 자원봉사를 사회

적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보고, 사회적 경험, 사회적 기

술, 리더십을 경험하고 기를 수 있는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의식의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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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leadership that changes with the times / Seonju Jin(Seoul

Volunteer Center, Korea)

○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의 자원봉사 리더십의 특성들

을 시대에 따라 구분했으며, 최근 세원호 참사에 따른 새로운 자원봉사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룸.

Creating New Leadership / Dong Hun Lee(Seoul Volunteer Center,

Korea)

○ 발표자가 직접 경험한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자원

봉사의 형태를 소개함. 플래시몹을 통한 자원봉사와 야광페이트를 통한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등의 새로운 소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시함.

5) 9월 19일 <2부> BREAKOUT 9

ACTIVISM, ADVOCACY AND VOLUNTEERING : THE THREE

FACES OF EYE

Volunteers : Advocates and Activists / Anne Clear(Murdoch

University, Australia)

○ 비영리 기관이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 기관의 재정적인 지

원에 문제가 없이 하고 있는지, 서호주지역의 휴먼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

영리 기관 두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와 관찰, 보고서, 미디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 비영리 기관은 그들의 사업영역 안에서 옹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사례 

모두에서 옹호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부환경에 영

향을 받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 수이므로 회원이 많아야 함

Volunteer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s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eyond consultation / Rodrigo Morales Munoz

(University College London, Mexico/UK)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섹터가 협력해야 하다는 것에 대해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음.

○ Manizales(콜롬비아 서부 도시)의 바이오 플랜의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

한 사례를 살펴봤으며, 지리적 경제적 부분, 위원회 참여, Ecoparque(친환

경 산업단지), 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

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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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을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는 무분별한 도시화, 인식의 부족, 비리로 대표될 수 있고, 개발된 나

라들의 경우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포괄성, 인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자원봉사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은 가치의 발견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해결책을 가져

올 것임.

BREAKOUT 2

Collaborative Partnerships-What, How, and who With / Lindsay Mell

& Lynne Dalt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Australia NSW)

○ 협력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해왔는지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Stream1) 지역사회 프로젝트 과정 : 의도→중요성→타당성→반향

발전과정은 비전→전략→성과→평가

정책과정은 목표설정→옹호→조사확대

Stream2) 목적의식을 함양하는 과정 : 친화→애정→소속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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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가결과  

1. 업무 적용사항

1) 시민의 기본 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There's no Retirement in Volunteer"

"Every great moment starts with a voluntary action"

다시 한번 자원봉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하고 조직화하고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할 수 있었

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간의 노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자원봉사 문

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양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해야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시간이나 횟

수 등의 양적인 부분에 집중 했을 뿐 우리가 왜 자원봉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함의나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는 아직 단단히 뿌

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제는 시민성으로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며 현

재의 시스템적, 양적으로 성장되어있는 자원봉사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는 노력을 기울일 시기이다. 실제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 기본부터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들을 편성하고 

시민교육과 같은 맥락속에서 자원봉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와 교육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2)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자원봉사활동

우리나라 발표자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분야에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 만들기나 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속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차츰 조성되고 실질적인 활동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이번 IAVE대회에서 여러 발표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지역사

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기업,

정부, 마을 위원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과 관련하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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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원봉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번 대회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러한 협력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

가 되었다.

3) 다양한 방법의 자원봉사 접근

구글과 IBM과 같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자원봉사 활동, On-Line

게임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접근, 야광페인트를 이용한 자원봉사활동 등 다

양하고 새로운 방면의 시도들에 대한 사례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대회에

서는 다양한 방법의 자원봉사적 접근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새롭고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에 맞고 지역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좀 

더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4) 호주의 재난방재시스템에 기반한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의 체계화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은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운영하며 매년 국내외 

다양하나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 하이

옌 태풍 피해현장 지원과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호주는 국가의 크기만큼 대규모 산불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장기간 발생하

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단계별 

자원봉사자 교육과 휴가를 이용한 산불방제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 단

계 나아간 재난구호자원봉사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인증과정은 향후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의 운영에 도입하여 보다 체계

적인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평가 및 제언

IAVE 국제대회 참가는 처음이었으며, 한봉협에서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준비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올 수 있었으며, 함께 참석한 

각 단체(센터)들의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대

회 이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한봉협에서 발표자들을 스텝으로 함께 참가단으로 꾸리고 스텝으로 

함게 함으로 인해 대회전반에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활 수 있었으

며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 또한, IAVE 직전 회장인 이강현 회장님의 배려

로 한국 참가단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IAVE 호주세계대회는 대회는 원주민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갈라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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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다양한 시도와 준비의 노력들이 보였다.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

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노력들을 기울인 흔적들이 볼 수 있었다.

개최지 호주가 아닌 타국가에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틀간은 진행자나 발표자의 진행이 지나치게 빨

라 영어권에서 오지 않는 참가자들을 불편하게 했으며, 발표 자료의 공유에 

있어서도 리플렛 수준의 자료집밖에 없어 보다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IAVE국제대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IAVE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계

의 현황을 가늠해보고 더욱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

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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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임>

23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결과보고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진선주

I. 대회 참가 목적

매번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관리자들을 국제대회에 보내면서 참가자들로

부터 본인들의 성장과 넓은 시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선배들의 열정을 본받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해외의 다른 전문가들과 나

누어 보고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세션 발표자로 신청했고 동료들의 지지와 선배들의 

도움으로 플로어와 컨퍼런스 동안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다양한 세

션 참여를 통해 세계자원봉사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이 주목적이었고 원 

없이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공통프로그램

1) 기조연설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의 연설을 기대

하며 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했는지 반성하며 기다

렸다. 정작 나는 주변 사람들과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만 나누고 고민으로 

항상 끝났지만 그는 국제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고 

청년에게도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고 꿈을 키우라고 독려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그의 말이 내 마음

을 한없이 무겁게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보고서를 찾아보라고 하고 또 다른 이슈를 던져 주었다. 자원봉사는 

인기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 현재 이슈가 되고 인기 있는 대중적인 주

제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이라면 시대적인 괄시와 무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이 컨퍼런스와 내 마음이 지켜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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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과 인권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누

구나라는 말속에는 많은 이들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발표자의 말처

럼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부족함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그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들을 다시 되돌아

보며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길 바란다. 

2) 18일 총회

 이번 IAVE 세계자원봉사 대회에서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을 위해 서명과 토론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려 했었

다. 현장에서 MDG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5%도 

안 되고 MDG 혹은 SDG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20~3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세계화를 넘어 글로컬라이즈(Glocalize; Globalize+Localize)를 이야기 하면서 한국 사회

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

와 책임을 알리고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앞서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 시민, 바로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나 세계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UNV(United Nations Volunteers)의 리차드 딕터스(Richard Dictus)가 말했던 

것처럼 자원봉사가 오히려 투표 이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잘 표출하고 반

영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19일 포럼 - 자원봉사 정부와 역할

 한국이나 호주나 타 국가나 고민하는 모습은 매 한가지였다. 정부의 집권 정

당이 바뀔 때마다 자원봉사 예산이나 성격이 달라지고 관리자들은 그 안에서 가장 중

요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었다. 남호주는 지역정부와 협력을 통해 

기업과 민간단체들이 모두 참여해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에게 항상 중심

을 두어 시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단기 프로젝트 보다 본 지역사회 문제에 초점

을 두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더불어 토론자 중 Mary Porter AM은 자원봉사 휴가제

를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 한국 참가자들이 기관방문 중 만났던 호주 커먼웰쓰 은행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이 오버랩 되었다. 정부는 일 년에 3일을 자원봉사 휴가제를 주

는 형태였는데 이런 문화가 기업에 스며들어 기업에서는 더 나아가 원하는 데로 자원

봉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에서 본인의 실적과 승진, 동료

들을 생각한다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휴가를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원이 스스

로의 삶을 밸런스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으

면 했다.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의 나래를 펼쳐 나가다가 Wendy Osborne(북아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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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 Now CEO)의 발언에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내가 앞으로 지켜내야 할 일

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수록 정부, 기업, 시민의 인식이 자원봉사

를 무급인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원봉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건설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겠다고 느꼈다. 

4) 19일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자원봉사의 철학적 중심을 되짚어 주었다. 일을 할 때 명확

하지 않거나 가치관이 흔들릴 때 초기의 세팅과 목적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말이 

기억났다. 자원봉사는 자선이라는 개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자원봉사가 전통적인 자원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시민 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그 참여보다 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배우며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자원봉

사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가, 세계 수준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되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여겨졌다. 

여러 세션들과 프로그램 이후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면서 가장 많이 토론의 주

제가 되었던 것이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이였다. IT업계나 기업의 종사자들 조차도 투

자자본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에 대한 측정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자본주의, 사회구조까지 논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화제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에 투입한 예산에 있어서 마케팅에서나 다루던 성과수익, 

브랜드 인지도, 부가 가치,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측정하

여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지나

치게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을 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숫자를 넘어서는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택프로그램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원봉사 파트너십

  호주 AVI란 국제자원봉사단체는 대학들과 협업하여 개발도상국에서 국제개

발과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과거 국제개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

을 먼저 생각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협력보다 일방적인 원조가 만연했었던 적이 있었

다. 발표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 필요하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화

와 잘 어울리도록 변화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mma Hess는 인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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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원봉사(A change of PACE in people-centered development)의 중요성을 언급

하며 PACE(Professional and Community Engagement)를 적용해 각 단계마다 사례를 

들어 접근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AVI는 맥커리 대학과 국제봉사활동 특별과정

을 개설해 리더들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봉사자들을 잘 관리하여 학생들과 현지

주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국제적십자연맹의 Shaun Hazeldine(스위스)는 2015년 이후 국제개발에 대해 이

야기 하면서 지구촌은 점점 더 많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국제자원봉사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서울대 이창호 교수(한국)는 네

팔의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을 소개하면서 수요국의 주민들이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거

듭날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

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 자극을 함께 적절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 기업과 마이크로 자원봉사

 기업자원봉사와 관련해 마이크로 자원봉사가 이슈가 되었다. 여러 세션

(18-2-7 : Corporate volunteering not just one day of the year, 18-2-6 : Volunteering 

and Technology : Business and Community Partnership, 19-1-5 : Inspiration Aspiration 

and Volunteer Leaders who Motivate)에 들어가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국제적으로 자

원봉사 운동을 만든 Jesse Herstein의  One by One 캠패인은 풀뿌리에 기초를 둔 캠

페인 이였고 Kaynan Rabino의 선행의 날을 최대한 활용하자(Maximize your Good 

Deeds Day)역시 간단하면서 협업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였다. 

딜로이트(Deloitte)의 마이크로자원봉사 프로젝트는 쉽고 재미있었다. 처음 가입

을 할 때부터 팀 구성의 경쟁구조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관심분야 선택은 멋

진 사진들을 통해 시각적인 느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다음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재능에 대해 선택하고 사람을 찾아 팀 신청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었다. 이를 통해서 함께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찾게 해주고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 추천, 답변, 온라인 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어 적

극적으로 마이크로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임직원의 눈높이에서, 자원

봉사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생각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사실을 다

시 깨닫게 되었다. 

3) 공동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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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 Hoffman(Global Philanthropy and Civic Engagement)는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티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 했다. 기업과 NGO파트너십을 이야기 하면서 금전

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술기반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과 아동 환자들의 가족이 

행복해 하는 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였다고 한다. 은행사

와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또한 Smith Family라는 단체와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준 

예였다. 큰 기업은 큰 NGO와 일해야 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 머릿속에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스피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5명 미만의 작은 NGO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좋은 파트너십을 맺기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혼자하려고 나서기 전에 누구

와 함께할 것인지 고민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은 항상 센터끼리만 협력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많이 아쉬웠다. 협력과 파트너십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고 여겨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통과 배려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노력을 시작해서 실수도 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미래에는 누구

와도 손잡고 사회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비영리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비영리단체들과의 파트너십 중 Volunteering Victoria가 진행했던 캠페인이 단

연 최고였던 것 같다. Imagine the Possibilities는 개인과 지역사회,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의 리더 등 모두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원봉사자가 없는 당신의 단체를 상상해보라~! 마케팅, 커뮤니케션, 디자인, 자원봉사

센터 스텝 등 기술 기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자원봉사 그 자체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기관들이 다양한 자

원봉사의 의미와 진실에 대한 잘못된 신화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자원봉사자의 영향

력을 소개했다. 각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들이 빅토리아 자원봉사센터 

캠페인에 등록하면 20개 포스터, 1000개 옆서, 웹타이틀과 배너, 디자인 문구 등과 같

은 캠페인 패키지를 무료로 받고 전문/준전문 사진사의 지원으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기업과 NGO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알릴 수 있고 홍보도 함께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다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흥미로운 캠페인 이였다. 협업과 파트너

십을 잘 보여준 좋은 예였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호주 AVI의 해외봉사활동 사례를 들으며 한국의 국제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이

끌어 가면 좋을지 현장 담당자와 한참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이야기 해 보았다. 현

장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준비된 봉사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함께 

공감했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았고 한국 갭이어(Gap year)와 연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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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와 협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고민 해 보았다. ➊ 현지에 필

요한 전문가를 물색 ➋ 관심분야 학생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서와 보고를 상세히 받음 ➌ 학생이 직접 관심분야

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홍보하여 가장 적정한 전문가를 추천 ➍ 인터뷰 시 

학생이 참가하여 공정한 선발 유도 ➎ 충분한 사전교육 후 일정기간동안 현지에 파견

하여 지역에 필요한 욕구를 채워줌. 호주 AVI 발표자가 말했듯 봉사자의 기술과 현지

주민의 욕구를 매칭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사람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호주는 원주민들과의 통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번 청소년포럼과 본 컨

퍼런스에서도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부스에서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이민자들과 다양한 민족과의 화합을 위해 자원봉사는 좋은 사

례로 자리잡아가고 그들의 생활이 되어있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을 모집하려던 

우리나라의 봉사 프로그램보다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

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았다. 외국인들이 한국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이 가진 특성과 재능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각 커뮤니티별 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 

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23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는 다양한 주제와 세션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선진국 위주 자원봉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해외자원봉사활동에서도 선진국에서 지원과 현지의 협력에 대해 초점을 많이 

두었고 현지에 자원봉사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

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개발도상국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이나 NGO 리더를 위

한 토론의장이나 발표시간도 필요할 것 같았다. 

자원봉사 센터 관리자들 위주로 모든 주제가 집중되어 앞으로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나 NGO 리더, 정부기관 등 이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생겨 컨퍼

런스 자체만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워크숍이라고 들어갔었던 세션도 결국은 스피커가 발표하고 시간에 쫓겨 질의

응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반 세션과 차이가 없었는데 향후 훈련된 퍼실리테이

터를 활용해 플로어와 청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전문가들이 다양한 네트워킹과 발표를 통해 적

극적으로 세계자원봉사 관리자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발전을 돕는 동료가 되었으면 한

다. 



<한채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임>

 

- 결과보고서 -

2014년 제 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IAVE 2014 23RD WORLD VOLUNTEER CONFERENCE

2014. 9. 13 ~ 9. 21

이름(직위) : 한채연(주임)

기 관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 출 일 : 2014년 10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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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 23차 IAVE 호주세계대회 참가보고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임 한채연

Ⅰ. 대회 참가 목적

전 세계의 자원봉사 개발을 강화, 촉진, 기리기 위해 존재하는 세계적인 조

직인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에서 주최하는 제

23차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분야의 세계적인 동향파악, 대

회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적․지적 인프라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

봉사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갖고자 함이 제1차적인 목적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참가했던 National

Conference on Volunteering and Service(NCVS)를 통해 얻게된 경험이 이번 

IAVE 세계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자원봉사분야에 대

한 나의 견해를 넓히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의 자원봉사관리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슈, 트랜드,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 바이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기관방문 간담회

1) 일시 : 2014. 9. 15(월) 10:00 ~ 12:00

2) 장소 : 호주 시드니 커먼웰쓰은행 건물

3) 참석기관 : 총 5개 기관

- 호주커먼웰쓰은행, New South Wales(NSW) Government , NSW 자원봉사

센터, 호주 적십자, 시드니 한인여성회

4) 주요내용

- 호주커먼웰쓰은행 : 주요활동 소개(지역사회 도움이 되는 활동, 프로보노 

활동,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파 등)

- New South Wales(NSW) Government :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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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TIME BANKING 설명 

- NSW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배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호주 전역에 

걸친 노력(자원봉사선언문, 교육프로그램),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 국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투명한 경영

- 호주 적십자 : 자원봉사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설명(준비부터 피

드백까지)

- 시드니 한인여성회 : 문화교실, 건강, 상담 등의 이민 여성 적응 프로그램 

관련 설명

2. IAVE 공통프로그램

1) OPENNING PLENARY SESSION

- Tim Jackson(President Volunteering Australia) : 600만명의 호주 자원봉사

자는 여러 재난재해 상황(퀸즈랜드 홍수, 빅토리아 지역 산불 등)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였다는 이야기 등

- Dr. Lee Kang Hyun(World President IAVE) : 2008년부터 IAVE 회장직을 

맡으면서 6년 동안의 변화, 6년 동안 IAVE 활동에 대한 리뷰, “자원봉사는 

기술, 에너지, 헌신, 참여를 가져오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

는 중요한 가치이다.”

- Tim Hardy(Associate Director National Australia Bank) : NAB의 자원봉

사, 1년의 이틀정도는 봉사하자는 취지에서 1998년에 시작, 재난재해 복구 

자원봉사, 고객들에게 직원자원봉사에 대한 아이디어 받아서 활동, 1백만시

간/1800일 봉사활동

- 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 : 어려운 시기 소수와 낮은 자를 향하는 자

원봉사자의 의무. 자원봉사는 인기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그것

이 옳은 일이라면 시대적인 괄시와 무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원

봉사를 해야한다는 것.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

각하고 행하고 싶은 데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자유의 핵심이며 우

리와 사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임.

2) PLENARY SESSION(Volunteering: the role of government, citizens and

the post 2015 development context)

- Richard Dictus, United Nations Volunteers : 전 세계자원봉사자들의 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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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기여에 대한 이

야기. 자원봉사는 사회변화를 긍정적인 인식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가치높고 가치경제적은 활동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15년 MDGs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

로 알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함.

3) FORUMS(The Role of Government in Supporting Volunteering)

- Mary Morter AM(ACT 부장관) :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부

는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직장인 부모

를 위한 대학생 케어링 프로그램, 방문 발마사지 등). 자원봉사플랫폼을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에 3일씩의 자원봉사 휴가제 실시하고 

있음. 대학, 기업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강화.

- Richard Dictus(Executive Office, United Nations Volunteers) : 자원봉사정

신 확산은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함. 정부는 청소년 자원봉사

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청소년자원봉사자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 청소년자원봉사의 

실천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됨.

- Evelyn O'loughlin(CEO, Volunteering SA/TA) : 남호주 지역은 정부의 지

원과 협력을 많이 받고 있음. 하지만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 정

부, 기업, NGO 등이 모두 참여한 6개년 자원봉사전략이 있음. 자원봉사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뼈대라는 인식을 가

져야함.

- Wendy Osborne(OBE, Volunteer Now) : 노든 아일랜드 인구의 30%가 자

원봉사자. 정부와 자원봉사계 간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있어야함. 자원봉

사는 Free Time이 아님. 자원봉사가 숫자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

사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가치있는 것임.

4) PLENARY PANEL(Considering Volunteering & Building Engaged

Communities for the Future)

-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법, 자원봉사의 역할, 자원봉사의 효과 등에 대한 

주제로 패널토론 형태로 진행

- 자원봉사는 시간을 할애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며 삶의 에센스임. 주는 것

이 전부가 아님. 자원봉사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며,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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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 변화의 중심이 됨.

-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에게는 욕구충족과 만족감

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발전에 따른 관련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있고 모금,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회를 

넘어선 국가, 세계수준의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자원봉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개체들의 연계가 되어 긍정적인 변

화를 이끌 것임.

5) FINAL PLENARY & CLOSING CEREMONY

- Global Review on Volunteering(Shaun Hazeldine) : 적십자사에 대한 설명

(189국 1천7백만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다양한 동기부여 방법 사용 : 자원봉사활동 참

여 후 느낌을 만화로 표현, 지도를 활용한 지역사회 변화 표현 등)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ne of Volunteering(Paul Muller) : 테

즈메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가치 조사 결과 보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give time”이 아닌 “unpaid work"로 정의(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남).

- Creativity, Innovation and Volunteering(Annalie Killian) : 감성적으로 느

껴야 사람의 행동은 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은 매우 중요함(깊은 감성

적 연계가 필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변화가 확실해짐.

3. IAVE 선택프로그램

1) VOLUNTEERING : THE ANCIENT AND THE NEW

(1) Volunteer Management in Computer Science Communities(Mariebeth

Aquino, Vienna University)

- 컴퓨터 공학의 특징은 정보의 사용을 컴퓨터 기술로 하고,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제한이 없고, 기술기반환경, 서로 다른 자원봉사 동

기를 가지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동기 : 네트워킹, 명예,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경력관리 등

- 관련 사례 :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자료의 분류, 현장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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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그래픽 국제컨퍼런스

인 SIGGRAPH, 30~40명의 자원봉사자가 준비과정 및 현장활동을 하는 오

스트리아 유명한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컨퍼런스인 PIXEL Vienna 등

- 컴퓨터 과학분야의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같

은 것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작됨. 그리고 오스트리아게임협회

의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동기 중 60%는 네트워크 확장과 경험의 

축적이라고 함.

(2) Volunteering and faith: Voluntary Service on ST.James' path to

Santiago de Compostela. The European Cultiral Road for centuries -

modern pilgrimage today(Eugen Baldas, BOD IAVE)

- 성지순례는 자신의 영성과 종교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에 중요한 부분임.

- 산티아고에는 성지순례 여권, 조개모양 토큰, 성지순례 마지막에 증명서가 

있음.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은 기원후 44년 유럽의 성인 제임스가 걸었던 

경로를 따라가는 것임(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의 역사).

- 오늘날 성지순례길 특징 : 경건함보다는 모험, 영적 여행의 붐. 일자리 창

출의 기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필요

- 성제임스길의 자원봉사활동 : 성지순례 여권 나눠주기, 아프거나 장애인 성

지순례자 돕기, 저녁 기도 제공, 숙소 청소, 숙소 제공

- 산티아고 성지순례길 : 유럽문화루트 지정(1987),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으로 지정(1993)

- 문화루트의 역할 : 유럽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 젊은 유럽인들의 

문화적 교육적 교류, 문화관광과 지속가능한 문화 개발 등

(3) Data is more than numbers, turning research into action(Samantha

Hennessey, Google)

- GooglersGive에 대한 소개 : 가나와 같은 곳에서 프로보노 활동 등 전세계

를 대상으로 활동하였음.

- 데이터를 근거로 올바른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배경조사 

→ 실제 조사 → 추가적인 정보 마련

- 배경조사(Landscape Survey) : 구글러를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고 경

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 대규모의 설문조사, 실

행가능한 코멘트와 피드백 제공이 핵심. 예를 들어 일과 연계된 활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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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활동선호지역이 아태지역 등.

- 실제조사(Pragmatic Survey) : 모든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 참가자 관점과 

서비스 파트너 관점 등 모든 관점에서 프로그램 평가 실시, 모든 조사에는 

비교를 위한 공통 질문이 있음.

-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성과 및 의미를 찾고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며,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요약과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결과를 공유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됨.

2) PEOPLE, PASSION AND PARTICIPATION: WE CAN CHANGE THE

WORLD

(1)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to PLAY(Daniel Burritica,

Colombia Network of Youth)

- “아이들을 도와주기 전(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의 열정(꿈)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도와라.”

- 어느 기타리스트의 꿈 “콜롬비아가 평화로워지는 것”그와 관련한 노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람들을 초청

한 대형 콘서트를 열었음(이례적인 일임).

- 다른 나라의 다양하고 성공한 자원봉사활동을 콜롬비아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그래서 “REAL HERO(www.realhero.co)"라는 게임의 개발(콜롬

비아에 적절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 온라인 회원 가입 → 개인 미션 설정(스스로) → 오프라인에서 미션 수행 

→ 미션수행과 관련된 사진을 업로드 → 미션 성공시 코인획득(오프라인에

서 사용 가능)

- 콜롬비아에도 의무 사회봉사가 있지만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사회봉사

가 매우 재미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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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HERO : www.realhero.co>

(2) Rural Youth Entrepreneurship(Fausto Calderon, Naryland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 Investment)

- 가난한 지역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프로그램 교육

- 구체화된 프로그램(경영학 관련 교육)으로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맨투맨 교육

(3) The new frontier: Breaking the paradigms of volunteering in the

digital age(Rob Wise & Revecca Lovitt, Be Collective)

- http://becollective.com [Be Collective]

- 플랫폼 역할 :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관심사의 연결(개인의 관심사와 활동의 연계), 무엇을 하는 지에 포커

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

- 효과 : 고립 방지, 다양한 자원의 연계, 함께 문제를 해결

3) VOLUNTEER CENTRES: WHY WE NEED THEM

(1) Why a national volunteer centre?(Caremen Chavarria, Centero de

Voluntariado Guatemalteco)

- 과테말라 자원봉사센터는 국가 자원봉사센터로 기능함.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워킹,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션 등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활동

- 왜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가? 작은 기관들이 연합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

음(작은 물고기가 모여 큰 물고기 형상을 만들듯이).

- 매년 자원봉사자 및 시민단체가 증가하고 있어(18~30세 자원봉사자가 

80%),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 필요



- 200 -

- 콰테말라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전략 수립과 활동 중에 있음(캠페인, 페

어, 자원봉사대회 등)

(2) Building community capacity through a strong volunteer management

network(Ken Phillips, Volunteer West)

- 2009년 서호주 지역 10명의 자원봉사센터 매니저가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하기로 함.

- 회의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 서로에게 연결되어있는 지 찾는 것임.

- 네트워크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호주 지역문제를 범주민 자원봉사로 해

결해나가는 운동 중임.

- 장점 : 문제를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기관별 자

원봉사 프로그램의 성장과 광범위, 지속적인 상호연계 네트워크 형성

- 효과 및 성과 : 정보의 공유, 최신이며 적절한 정보,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 

활성화, 문제해결 등

(3) Role of Governmen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Volunteering

Sector(Garth Owen, One Westemister)

- 영국은 지난 몇년사이 새 중앙정부가 ‘big government"를 지향하면서 지자

체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300개→ 200개). 영국의 전국자원봉사센터인 

Volunteering England도 민간자원봉사단체들의 연합체인 NCVO에 흡수 

통합됨(정부가 바뀌면 지원도 바뀌는 상황).

- 영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프로젝트 기반 지원하지 경상

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모금도 줄어들어 영국 자원봉사센터들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문제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환원)이

나 자원봉사는 더욱 요구되어 센터들의 독립성은 다시 회복 될 것 

- 그 외 자원봉사는 개인역량개발의 경로가 되며,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음.

4) INSPIRATION, ASPIRATION AND VOLUNTEER LEADERS WHO

MOTIVATE

(1) Volunteering to develop leadership(Theresa Oh, Valu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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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페이스북 
- 재미있고 가벼운 소통
- 1일 2~3번의 포스팅

트위터

- 실시간 소통
- 1일 14번 이상의 트위팅
- 도시거주자용
- 주이용자 : 18~29세

유투브
- 두번째로 큰 검색엔진
- 한달에 1~2건의 영상
- 30~60초 영상

링크드인
- 전문적인 대화, 네트워킹을 위함
- 주당 1~2건(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감을 배워나가는 과정

(2) Volunteer leadership that changes with the times(Seonju Jin, Seoul

Volunteer Center)

- 정부주도에서 시민주도, 경제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형 자원봉사에서 사회

참여적 자원봉사

- 마이크로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 : 아이스버킷챌린지, 번역봉사, 어르신을 

위한 필수물품 상자만들기(효상자 만들기) 등

(3) Creating New Leadership(Dong Hun Lee, Seoul Volunteer Center)

- 자신의 자원봉사 경험을 통한 자아발전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 기획봉사활동(본인이 스스로 기획 및 추진했던 자원봉사를 통한 배움)

5) MARKETING VOLUNTEERING: OUT WITH THE OLD AND IN

WITH THE NEW

(1) Developing Innovative Marketing Online(Emma Trapski, Volunteering

Gold Coast)

- 마케팅은 상품, 사람, 플레이스먼트의 삼중주임.

- 상품 : USP(Unique Selling Point)를 찾아라. 왜 우리에게 오는 지에 대한 

분석 필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 단체메일이라는 느낌이 덜 들게 하

기 위해 개인메일주소로 보내는 것도 방법 

- 사람 : 오디언스 타게팅(audience targeting), 최근 누가 왜 자원봉사를 하

는 지에 대한 분석 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판단으로 타

겟 설정(학생은 직장경험이 목적일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는 관계의 지속

이 목적임)

- 플레이스먼트 :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가 중요(동

일한 정보의 전달),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지는 오

디언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우리의 상품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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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용자 : 35~54세 남성

핀터레스트
- 쉬운 공유, 프로모션 강하게 가능
- 주당 1회
- 주이용자 : 25~55세 여성

구글플러스
- SEO(검색엔진최적화)에 좋음
- 1일 1회 포스팅, 해시태그
- 주이용자 : 18~24세 청년

인스타그램
- 비쥬얼 소통
- 1일 1회 포스팅 

정확히 알고, 오디언스가 

누구인지 알아야하며 명

확한 타게팅이 되어야함.

(2) Volunteering Victoria's

Imagine the possibilities campaign(Alicia Patterson, Volunteering

Victoria)

- 캠페인 주제 : IMAGINE LIFE WITHOUT THE POWER OF VOLUNTEERS

- 왜 캠페인을 하는가?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서서히 전개되는 자원봉사활동 

모습에 대한 보고 및 자원봉사관리자와 관련 기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그들을 부각되게 하고 싶었음.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보여줌, 전문가가 촬영

한 사진을 통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 및 효과에 대해 표현.

- 활용 : 새로운 자원봉사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자

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임.

<IMAGINE LIFE WITHOUT THE POWER OF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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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결과(업무 적용 사항, 평가 및 제언)

이번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가장 큰 성과는 관점의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소속되어있는 조직에 매몰되어 생각했던 자원봉사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세계자원봉사자대회 기간동안 접했던 다양한 정

보들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Real Hero라는 게임프로그램이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지가 주 관심사이자 문

제해결의 열쇠였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Real Hero에서는 개개인이 바로 자원

봉사프로그램이 되었다. 본인이 하고싶은 것, 본인의 꿈이 바로 사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Real Hero의 중심

에는 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다). 본인이 하고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과 효과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Real Hero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었다. 자연스레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

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

각해보면서 실천을 통한 배움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고싶은 일이 사회를 변

화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우선 자원봉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컨퍼런스 중에 자원봉사의 개념

을 give time이 아닌 unpaid work라고 본 발표를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자

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

각을 해봤다. 사회변화가 자원봉사의 목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심스레 

생각하는 바이다.

또 다른 성과는 자원봉사 효과성의 증명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이다.

"IMAGINE LIFE WITHOUT THE POWER OF VOLUNTEERS"라는 주제의 

캠페인에 대한 발표였는데, 자원봉사자의 힘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간단한 주

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했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2장의 사진(전후사진)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작성한 간단한 자료인데,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보여주어 그 중

요성에 대해 부각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서울시자원봉사센터)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자원봉사단체, 기관 등이 함

께 참여하여 진행한다면 우리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자원봉사플랫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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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이상적인 활동이 되지않나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어떤 자원봉사활

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설득력있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될 것이고 자

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장 인상깊었던 발표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주제

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센터의 모습,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해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체득할 수 있던 자리

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제공된 충분한 자료와 현장에서의 정보공유로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가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끄는 힘, 우리

가 추구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자리였

다. 각종 제도와 주변 환경들로 인해 잊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을 다시금 깨

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