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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 최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 원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사업유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지역 베트남, 한국 

사업기간 2014년 4월 ~ 11월 (8개월)

사업목적

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 개도국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성과 

·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약 60명 현지교육 

·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5명 한국초청연수 실시 

· 국내 정부기관, 자원봉사 단체, 센터 및 기업과 베트남 자원봉사계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015년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 아태지역대회(하노이) 개최 지원

사업근거 

및 지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조, 제 17조(안전행정부)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률 (안전행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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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을 위한 사  

     업 실행의 필요성 

  ◦ 한봉협 국제개발 2차년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도국 자원봉사 관리

자 역량 강화

  ◦ 국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 문화 및 참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프로그램 및 사업 유형 발굴의 필요성

  ◦ 부산총회(OECD HLF-4, 2011) 이후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개발 필요성 대두

□ 사업 목적

  ◦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자원봉사계 질적 제고 (2차 국가기본계획 5-2)

  ◦ 자발적이고 주도적 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자원봉사 문화지원 (2차 국가기

본계획 5-2)

  ◦ 국제자원봉사 및 세계시민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 (2차 국가기본

계획 5-2)

□ 사업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제17조 (안전행정부)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안전행정부)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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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2014 한-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4월~11월 (총 8개월)

  ◦ 목    표

    - 베트남 자원봉사 지도자 역량강화 현지교육

    - 베트남 자원봉사센터(VVC)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리자 초청연수

  ◦ 세부 추진내용 

    - 자원봉사관리자 및 리더 60명 대상 하노이 현지 교육

      (4월7일~4월11일)

    - 자원봉사중간관리자 5인 한국방문 연수(7월6일~7월20일)

□ 사업추진배경 
 

  ◦ 베트남 자원봉사 활성화 필요성

    - ‘13년도 1차 사업인 기초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한-베트남 국제개

발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전문교육에 대한 자원봉사 리더들

의 욕구충족을 위해 양질의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 그림1.  「베트남 자원봉사 SWOT분석에 따른 우선전략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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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베트남 자원봉사 SWOT분석에 따른 우선전략 사업>
-2013 한-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결과보고서 중-

▶ 베트남 자원봉사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사업
▶ 베트남 자원봉사 리더양성
▶ 한-베트남 자원봉사 교류협력 사업

  ◦ 국제개발분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 상승 

    -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 상승 및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 

□ 추진 방향 

  ◦ 전년도(2013년) 베트남 현지 기초 현황 조사사업의 후속 2차 년도 사업으로 

베트남 자원봉사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통해 

베트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주도적 오너십을 가진 개도국의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사업 추진 

  ◦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복지증진이라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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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협력의 새로운 분야 개척 

□ 추진 방식 

  ◦ 사업 내용에 따라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의 Two-Track 사업 추진
 

구분 사업내용 

현지교육 ·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대상 현지교육 (4/7~4/11)

초청연수 ·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초청연수 및 기관방문 (7/6~7/20)

□ 담당 인력

이 름 소속 및 직위 경 력 역할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자원봉사

관리협회장  
교육/연수 기획 총괄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실장

한국자원봉사문화 

국제협력실장

교육/연수 계획 및 실행

결과보고서 

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

사업자문 및 관리자 교육

IAVE 아태지역대회 컨설팅

□ 추진 일정 

                    기간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 ● ● ●

현지교육 사전준비 ● ●

현지교육 실시 ●

초청연수 준비 ● ● ● ●

초청연수 실시 ●

초청교육결과보고서 ● ● ●

사업결과보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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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내용

1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리더 교육

1) 사업 개요 

  □ 목    적 

    -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식향상과 

베트남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 

    -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향후 한-베트남 지속적 파트너십 형성 

    - 2015년 10월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

  □ 기    간 : 2014.04.07.(월) ~ 2014.04.11.(금)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 대    상 :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60명 

  □ 내    용 

    -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대상 기본 교육  

    -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 기업자원봉사 활동

    -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 베트남자원봉사센터(VVC) 역량강화 지원 

    - 2015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컨설팅 제공 

  □ 후    원 : 안전행정부, CJ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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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 교육과정 기획 

    - ‘13년도 1차 사업 기초현황조사를 통한 현지 자원봉사계 수요조사 

    -  사업 추진 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혜자 중심 교육

       내용 준비 

  □ 교육 추진체계

현지교육 총괄 

이강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교육지원 사업지원 
IAVE관련 

지원 

현지 

행정지원

Kenn Allen 
시민사회컨설팅그룹

(미국) 대표 

윤전경 한봉협 
국제협력실장

Kenn Allen 
IAVE 이사 

박윤애 IAVE 
아태지역이사

Vu Min Ly
VVC 소장

Do Thi Kim Hoa 
VVC 부소장 

  □ 새부교육 내용 

  ➀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대상 교육  

     - 자원봉사의 글로벌 트렌드

     -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단계 및 노하우 공유 

     - 자원봉사 관리자교육, 자원봉사 교육기획, 자원봉사 조직운영, 자원

봉사프로그램 개발

   ➁ VVC 역량 강화 지원 

      - 베트남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의 자원봉사 총괄기구로서의 역량 강화 

      - 신규프로젝트 개발 및 국제사회 내 대응능력 향상 

   ➂ IAVE 아태대회 개최를 위한 컨설팅 

      - 제15회 IAVE 아태지역자원봉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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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퍼런스 장소 사전답사 및 개최 준비에 관한 다양한 논의 실시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베트남자원봉사센터 간 지속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서 체결

 ⑤ IAVE와 베트남자원봉사센터 간 아태지역대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교육일정표 

내용 세부내용 담당자 

1일차

04.07(월)

·사전회의 

·오리엔테이션

·자원봉사 동향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자원봉사 글로벌 트렌드

·한국의 자원봉사 

이강현

Kenn Allen

윤정경

VVC지원팀

2일차

04.08(화)

·자원봉사 관련 기관소개

·리더십

·베트남 자원봉사 진흥 

·기업자원봉사

·효과적 리더십

·기업자원봉사활동의 의미

·베트남 자원봉사 현장 SWOT

분석 

·기관의 미션과 비전 만들기 

이강현

Kenn Allen

VVC지원팀

3일차

04.09(수)

·2015 IAVE 아태대회 

  준비 

·대회 개최 장소 비교 방문

·대회 준비 경과 및 애로사항 

확인

이강현

Kenn Allen

윤정경

박윤애

4일차

04.10(목)

·2015 IAVE 아태대회 

  준비 

·관련기관방문 

·성공적 대회개최 컨설팅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하노이 

사무실 방문

이강현

Kenn Allen

윤정경

박윤애

5일차

04.11(금)
·기관 간 협약 체결 

·VVC-한봉협 업무협약체결

·VVC-IAVE MOU체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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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초청 연수 
  

 

1) 사업 개요 

  □ 목    적 

    - 베트남 자원봉사관련 기관 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한국 자원봉사계와 지속적 협력관계 도모 

    -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베트남 자원봉사 

문화 확산 

    -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기    간 : 2014.07.06.(일) ~ 2014.07.20.(일) 

  □ 장    소 : 서울, 경기도, 충남 서산시 

  □ 대    상 :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5명 

  □ 내    용 

    - 국내 자원봉사 대표 단체 방문연수를 통한 한국 자원봉사 발전단계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조직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획 등에 관한 연수  

    - 대한민국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여 

    - 자원봉사 활동 현장 참여

  □ 후    원 : 안전행정부, CJ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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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연수목적 방문 기관 (총 20개 기관)

중앙자원봉사기관

·한국자원봉사 역사

·자원봉사센터 현황

·법정단체 및 중앙기관의 역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 (2)

지역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현황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분야별 협력 

서울시센터, 강남구, 마포구, 

부천시, 인천시센터 (5)

 2) 사업 내용 

  □ 연수자 명단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 총 5명)

    - Mr. Vu Minh Ly 베트남자원봉사센터 소장

    - Mrs. Do Thi Kim Hoa 베트남자원봉사센터 부소장

    - Mr. Nguyen Huu Tu 베트남자원봉사센터 과장

    - Mr. Nguyen Ba Tinh 베트남청년의사협회 사무총장

    - Mr. Tran Tien Cong 베트남자원봉사센터 IT팀장

  □ 연수단의 주요 참가목적 

 * 한국 초청연수 관련 연수단의 참가목적 및 수요조사 사전 실시 (별첨 7-1)

    - 한국 자원봉사의 발전 노하우 이해 : 조직, 체계, 법률, 역사, 기관별 

역할 등 

    - 한-베트남의 정부, 기관 및 국민 간 우호관계 증진 

    - 한국 자원봉사의 현장경험 습득 : 자원봉사 모형, 인정보상,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 현장 참여 등 

    - 한국의 문화이해 :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베트남 적용사항 도출 

  □ 연수 내용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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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민사회 단체의 운영 노하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국제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노을공원시민모임, 서울YWCA, 

각당복지재단, 코피온, 한국자

원봉사포럼 (5)

정부기관

·한국 자원봉사 법체계

·한국 자원봉사 정부지원체계

·정부부처별 자원봉사 정책현황 

·자원봉사 관련 민관협력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한국

청소년진흥원, 법무부 고양보호

관찰소 (4)

기업

·한국의 기업자원봉사 현황

·기업별 CSR 특징 

·해외CSR사례 

·기업-시민단체 간 협업사례

CJ나눔재단, 포스코 (2)

자원봉사 현장
·한국의 자원봉사 기관 및 자원

봉사자와 직접적 교류
노숙인 배식활동 (1)

기타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참관

·베트남 자원봉사 소개 

·다양한 국내기관과의 네트워크

전국컨퍼런스 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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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세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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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시간 방문기관 연수내용

6(일)
14:30~ 인천공항 도착 VN414 16:35

19:00~ 호텔도착

7(월)

09:30~12:00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연수일정안내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 현황, 조직, 제도

14:00~18:0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내빈 인사

기관 및 센터현황, 인프라 소개

8(화)

09:30~10:30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11:00~12:3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과정

14:00~18:00
대표 프로그램 소개

자원봉사 홍보/진흥 소개

18:30~ 환영연

9(수)
10:00~12;0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미션, 비전, 핵심가치

14:00~17:00 팀별 사업 소개

10(목)

10:00~12:00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기관소개, 기업자원봉사 우수사례

15:00~17:00 마포구자원봉사센터 기관소개, 캠프 우수사례

17:00~18:00 한국청소년진흥원 기관소개, 해외활동프로그램 사례

11(금)

10:00~12:00 노을공원 노을공원시민모임

14:00~16:00 서울YWCA YWCA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소개

17:00~18:0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wrapping-up & reflection

12(토) 10:00~17:00
자원봉사활동체험

문화체험

노숙인쉼터

문화체험

13(일) 10:30~17:00 문화체험 DMZ 견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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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07.(월) 10:00-12:00

· 김현옥 사무총장 및 전 직원 

교육내용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소개 

· 한국 자원봉사 기본법 소개 

·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 관련 통계

· 한국의 자원봉사 조직구조 소개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베트남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조직구조 재정립

· VVC 조직 재설계 

· 한국-베트남 간 자원봉사 발전역사 비교연구

기타 

· 오리엔테이션

· 연수목적 전달

· 방문기관/면담자 소개

· 한국자원봉사 역사, 발전요인, 정책 등에 대한 

심화연구 희망  

일시 및 담당자 

· 2014.07.08.(화) 09:30-11:00 

· (안행부) 정구창 민간협력과장, 조현기 팀장 

· (여가부) 박재현 주무관  

교육내용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소개 

· 자원봉사 전반에 걸친 안내 및 기대 효과 

· 자원봉사 민관협력방안 

· 여가부 청소년 활동 및 향후 협력 

III  초청 연수 세부 내용

  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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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고려 

· 한국정부의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 자원봉사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타 

· 정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관심도

· 자원봉사의 한국 GDP 기여 

· 청년연맹 관련 부서 면담 요청

· 정부의 센터 지원 현황 질문

· 자원봉사자 보험관련 질문

· GYSD(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정보

일시 및 담당자 
· 2014.07.07.(월) 14:00-18:00, 2014.07.08.(화) 14:00-18:00

· 구자행 센터장, 윤순화 사무국장, 허효청 팀장 

교육내용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소개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조 소개 

· 1365 자원봉사 핫라인, 자원봉사 관리망 소개

· 광고 및 홍보 방법, 직원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소개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중앙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역할 및 자원봉사 

관리자 운영 시스템 적용 

· 지역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사업 

· 자원봉사 통합 서비스 구축 설계

기타 

· 1365 프로그램 활용

· 지역센터 네트워크

· 봉사단 활용 홍보활동

  

 

  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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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09.(수) 10:00-17:00

· 박윤애 센터장, 황금룡 국장, 신은경 팀장, 

   백은경 팀장, 진선주 주임  

교육내용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소개 및 라운딩 

· 신규 자원봉사 캠페인 소개 

· 서울시 기업들과 연계 자원봉사 활동 소개 

· 홍보전략팀, 공공전략팀, 동행프로젝트 등 사업소개

· 팀별 담당자와 자원봉사에 대한 토론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VVC와 서울시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비교분석

· 자원봉사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사업 추진 

· 벽화그리기, 동행 프로그램 벤치마킹

· 센터의 직원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도입 

기타 

· 웹진 운영 노하우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개괄

· 서울시와 협력관계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0.(목) 10:00-12:00

· 이화옥 센터장, 이은경 팀장   

교육내용 

·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개 및 라운딩 

·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기업연계활동 소개 

· 포스코 사회공헌사업 소개  

   4.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5.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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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VVC-베트남 기업 간 협력방안 모색 

·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과 네트워킹 

기타 

· 지역별, 현안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이해 도모 

·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조사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0.(목) 14:00-16:00

· 강희천 마포구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원봉사팀장

· 조숙자 센터장, 김애련 신수동 동장   

교육내용 

·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소개  

· 마포구 아파트봉사단, 자원봉사 캠프 등 프로그램 소개  

· 신수동 자원봉사 캠프 방문 및 활동체험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후 

베트남에 적용 

· 자원봉사 활동 후 보고서 작성 및 평가회 진행 

기타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이해 도모 

  6.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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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1.(금) 14:00-16:00

· 전현숙 사무총장, 이종미 국장, 최봄 부장    

교육내용 

· 기관 소개 

· 북한, 국제, 청소년, 대학생, 시니어 봉사단 소개   

· 자원봉사 리스크 관리 

· 회원 및 회비구조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베트남 YWCA와 네트워킹 구축 및 유사사업 추진 

기타 

· 한국 자원봉사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 소규모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 

방안 고민 

· 자원봉사 관리, 인정에 대한 질문

· 문화자원봉사 활동 안내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0.(목) 17:00-19:00

· 육정희 사무처장, 조유영 대리, 현정은 담당자    

교육내용 

· 기관 소개 

· 청소년 자원봉사 현황 안내    

· 진흥원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 

· NPO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베트남 청소년 자원봉사정책 검토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베트남 보건의료 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기타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처 연계

· 자원봉사활동 현지담당자 네트워킹

· 내년 아태대회 참가 독려

  7. 서울 YWCA 

  

  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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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1.(금) 10:00-13:00

· 강덕희 사무국장, 조민정 활동가     

교육내용 

· 기관소개 

· 나무심기 자원봉사활동 소개   

·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독려방법 

베트남 업무 적용사항 · 하노이 시내 공터에 나무심기 운동 추진 

기타 
· 소규모 시민단체가 대규모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이끌어내고, 활동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2.(토) 10:00-17:00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인턴(Stephanie) 인솔     

교육내용 · 노숙인 무료배식소 방문 및 봉사활동 참여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자원봉사 관련 기관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 

기타 · 한국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의 뜻 깊은 만남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4.(월) 09:30-11:00

· 신정애 사무총장      

  9. 노을공원시민모임 

  11. 토마스의 집  

 

 11. 한국자원봉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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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4.(월) 14:00-15:00

· 박지란 실장, 김기호 실장, 김선자 실장      

교육내용 

· 기관 소개 

· 무지개호스피스 연구회 활동

·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활동

· 지구촌문화연구회 활동

· 자원봉사 상담자 교육 및 활동 사례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타 

· 김옥라 이사장 면담

· 한국자원봉사의 역사 이해

· 향후 베트남과 협력 파트너 모색

교육내용 

· 기관 소개 

· 자원봉사 해외연수 사업 및 한중일 동아시아 포럼 소개 

· 주요 포럼 사업 소개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포럼과 같은 조직모형을 베트남에 적용하여 씽크

탱크 및 담론 추진 

기타 

· 한국자원봉사포럼의 조직모형 및 역사에 대한 

구체적 연구

· 동아시아 포럼 확대 방안

· 10월 한중일 포럼 참가 권유

 

   12. 각당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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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4.(월) 15:30-18:00

· 최우철 소장, 윤원식 협의회 위원장   

· 각당복지재단 박지란 실장, 김기호 실장 

교육내용 

· 보호관찰소 기관소개 및 라운딩 

· 각당복지재단 연구회 활동

· 자원봉사 상담자 교육 및 활동 사례 

· 각당복지재단-보호관찰소 협력사업 

· 학교폭력예방, 비행청소년 관련 토론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보호관찰소 자원봉사단(심리치료 등) 벤치마킹 

기타 

·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매우 감명 받음 

· 덕양지구 자원봉사 활동 소개

·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

· 상담전문봉사로 재범율이 낮아짐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5.(화) 11:00-13:00

· 김종열 부총재, 성수열 사무총장, 양연수 총괄부장, 

김보연 국제협력팀장, 백소연 대외협력팀장   

교육내용 

· 기관 소개 

·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 소개 

· 코피온 해외사업 소개 

· 코피온 베트남 사업 소개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코피온 베트남 사업과 VVC 및 베트남 봉사자 

연계 방안 고민 

기타 
· 해외자원봉사활동시 현지 사업담당 체계의 신뢰성 

수립의 문제점 논의

   13.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 

  

  14. 코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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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5.(화) 14:00-17:00

· 곽대석 CJ그룹 CSR담당국장, 김명호 도너스캠프 대리 

교육내용 

· 재단 소개 

· CJ 사옥 라운딩

· 사회공헌 사업 소개 

· 베트남 사회공헌 사업 소개 

· 임직원자원봉사 활동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과 네트워킹

· 청년직업훈련

· 진로직업센터 운영

기타 

· 본 사업 후원사로서 기관 방문 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코이카사업 협력 대상 논의

· 아태대회 후원 논의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6.(수) 10:00-12:00

· 김성림 센터장, 임순진 부장, 원희라 팀장 

교육내용 

· 센터 소개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 지역사회 다른 조직들과의 네트워킹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 

· 자원봉사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 

기타 · 지방 자치단체별 자원봉사기관 방문 및 연구 희망 

  15. CJ나눔재단 

  16.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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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담당자 
· 2014.07.16.(수) 14:00-17:00

· 이용우 사무처장, 김은하 팀장, 백상현 팀장 

교육내용 

· 센터 소개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봉사활동 소개  

· 집고치기 프로그램 소개 

· 센터예산 체계 소개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다양한 홍보자료와 인정보상 방법 확보 

기타 
·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시 자원봉사운영 매뉴얼 

   요청

일시 및 담당자 · 2014.07.17.(목)-18.(금) 

교육내용 

· 컨퍼런스 참관 

· 베트남 자원봉사 현황 소개

· 제15회 IAVE 아태대회 홍보  

연수단 업무 적용사항 · IAVE 아태지역대회 운영 참조 

기타 

· 참가기관들과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한 이해 

· 한국의 자원봉사 이슈 이해

· 컨퍼런스 운영 노하우

· 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

· 문화 체험

   17.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18.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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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평가

IV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1. 평가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국 평가에 

의해 ‘수혜국의 수요 반영부족’ 및 ‘실질적인 효과달성이 어려운 단기성 

사업 중심’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 본 사업은 2013년 제 1차년도 사업 “베트남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의 후속사업으로서, 현지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효율적인 사업으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였음 

  ◦ 수혜국의 자발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와 리더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 및 추진하였음 

  ◦ 베트남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 및 한·베트남 국제개발 협력 파트너십 

공고화를 목적으로, 베트남 자원봉사 관리자들과 리더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이해와 한․베 양국의 자원

봉사 관리자 네트워크 형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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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과

□ 현지교육 주요 성과

  ◦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약 60명 대상 교육제공

 ◦ 자원봉사관리자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교육은 향후 일반자

원봉사자들의 모집, 운영, 인정 보상, 홍보 등을 위해 활용

  ◦ 베트남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IAVE 간 MOU체결 및 

파트너십 구축 

  ◦ 한․베트남 양국 간 네트워킹 강화

  ◦ 베트남 자원봉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욕구 충족

  ◦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의 자신감 향상 

 □ 초청교육 주요성과

◦  베트남 자원봉사계의 실용적 욕구에 기반한 주관단체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단의 높은 만족도 달성 

◦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역사, 조직 및 각 기관의

    사업과 성과에 관해 학습 

◦  한국의 의료봉사단, 기업 등과 실질적인 협력사업 구상 

◦  한국의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베트남 자원봉사와 제 15회

    IAVE 아태대회 소개 

◦  본 연수를 통해 습득하고 체험한 한국의 자원봉사 관리현황과 현장 프로

    그램을 베트남의 현실에 맞게 기획 조정하여 베트남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연수 과정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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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  베트남 국가자원봉사센터(VVC)는 국무총리실 산하 호치민 청년연맹 조직

으로, 유엔자원봉사(UNV)의 지원을 통해 2009년 VVIRC(Vietnam Volunteer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로 설립 이후 2012년 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  UNV 사업종료 이후 인력 및 자원 부족,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13년 9월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의 후원을 

통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국제개발 프로젝트 실행으로 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이루었으며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Vietnam National Volunteer Center)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13차 IAVE 아태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음 

◦  내년에는 국제개발 3차년도 실행 계획으로 올해 하노이에서 진행하였던  

관리자 교육을 중부 다낭과 남부 호치민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

◦  본 사업이 일시적이며 시혜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의 자원봉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기 위해 향후에는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

으로 개발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함 

2년에 걸친 한 국자원봉사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결과, 베트남자원봉사

센터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을 보고해 왔다.

    ①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하여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법제 형성 추진 

    ② 베트남 국가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규정 

    ③ 민관 파트너십 구축

    ④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대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 

    ⑥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센터모델을 활용한 베트남자원봉사센터 구축 

    ⑦ 1365 핫라인 형태의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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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VVC) 개요

□ VVC의 미션

VVC는 베트남의 국가 조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 지원

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VVC의 역할

  - 베트남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 제안

  -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유대 강화

  - 자원봉사 단체, 동아리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 연수 실시

  -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지원하고, 제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 연계

  -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자원봉사 대상, 국제자원봉사의 날 축제 등을 진행

□ VVC의 파트너 

  - 베트남 정부부처 및 청년연맹

  - 사회, 정치 조직 

  - UNV, 국제기구, NGO 

  - 중앙, 지역 청년연맹 내 네트워크, 중앙부터 지역단위의 학교 내 학생회 

및 동아리

  - 기업 및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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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본부 

    주소: 3rd fl. 64 Ba Trieu, Hoan Kiem Hanoi

    담당자: Do Cong Tuan

    전화: 84462631878 팩스: 84462631885

    이메일: general@vvirc.vn

    홈페이지: vvirc.vn

  - 중부지역

    주소: 3rd Da Nang Youth Union, Xuan Thuy, Khue Trung ward, 

          Da Nang City

    전화: 845113695475

    이메일: lehanh983@gmail.com

  - 남부지역

    주소: No 5, Dinh Tien Hoang, Dakao ward, Ho Chi Min City

    전화: 84839105685

    이메일: thoibul@yahoo.com.vn

□ 최근 활동

  - 정책 컨설팅

  - 국내외 정보 제공

  - 교육 훈련

  - 자원봉사 단체/동아리 지원

  - 자원봉사 행사 지원

  - 국제 교류

  - 캠페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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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전국컨퍼런스 Vu Minh Ly 소장 발표문

- 베트남의 자원봉사 -

2014/07/18, 서산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국가 자원봉사센터 VVC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도시 서산에 

와서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것을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수 천 년에 걸쳐 전쟁, 재난재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민족은 서로 돕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건강한 잎으로 찢어진 잎을 감싸다”라는 베트남 속담으로 이와 같은 일

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베트남의 자원봉사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은 경제, 사회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일종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자원봉사는 다양한 국가적 목표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빈곤퇴치, 보건의료, 헌혈, 환경보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실시합니다. 

베트남 청년자원봉사활동 캠페인은 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발전된 경제

와 선진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 청년자원봉사활동 캠페인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나 환경문제, 기후변화, 기아문제 등의 

해결에 함께 노력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힘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의 

자원봉사자들 또한 베트남의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수년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회옹호, 정부의 관심 및 지원 등 여러 가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을 더욱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배우고 모형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 자원봉사관리자 연수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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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문가부터 비전문가까지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가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나 교육이 동반된다는 점을 알

았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자원봉사 문화 또한 강국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더 깊고 단단한 교류를 희망합니다. 2015-2020 

자원봉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원봉사자관리자 역량강화 사업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희망합니다. 다양한 한국의 자원봉사기관이나 엔지오에서 베트남의 

자원봉사 교육과 연수를 지원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많은 한국의 자원

봉사자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베트남을 돕고, 서로 교류

가 늘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이번 방문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CJ나눔재단의 후원

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및 광역, 지역

센터 및 유관단체의 많은 도움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베트남의 발전과 평화 아시아지역의 번영

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VVC는 베트남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증진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기업, 단체등과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공공 발전을 위한 효과성 증진에 대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저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 내년 2015년 10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 15회 

IAVE 아태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바랍니다. 



- 30 -

PHÁT BIỂU TẠI 

HỘI NGHỊ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2014
-------------

Vũ Minh Lý
Giám đốc VVC

                                                             Hàn Quốc, ngày 
17/7/2014

Kính thưa …
Hôm nay, tại thành phố Seosan xinh đẹp, thay mặt Trung tâm Tình 

nguyện Việt Nam - VVC tôi xin được bày tỏ lòng biết ơn tới Ban tổ chứcquý vị 
đại biểu đã cho phép tôi được phát biểu tại Hội nghị quan trọng này của cộng 
đồng tình nguyện Hàn Quốc.

Thưa các vị đại biểu và các bạn, 
Trải qua hàng ngàn năm dựng nước và giữ nước, dân tộc Việt Nam đã 

trải qua rất nhiều khó khăn, như: chiến tranh, thiên tai bão lũ, đói kém… Cứ 
mỗi lần vượt qua những khó khăn đó, nhân dân chúng tôi lại nhắc nhở nhau 
một phương châm sống đó là: Lá lành đùm lá rách. Việc giúp đỡ nhau trong 
hoàn cảnh khó khăn được coi là việc làm tự nhiên. Người Việt Nam có triết lý 
đạo đức sâu sắc về sự tương trợ và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gặp khó khăn bắt 
nguồn từ lịch sử dựng nước và giữ nước.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này đã 
đem lại lợi ích to lớn cho xã hội và nền kinh tế đất nước.

Phát huy truyền thống quý báu đó, ngày nay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ngày càng phát triển mạnh mẽ và rộng khắp, thu hút đông đảo 
các tầng lớp trong xã hội tham gia, trong đó lực lượng thanh niên, học sinh, 
sinh viên đóng vai trò nòng cốt.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rở thành một trong 
những nhiệm vụ thường xuyên của các địa phương, đơn vị, góp phần thúc đẩy 
phát triển kinh tế, từng bước nâng cao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ân, tạo 
sự gắn kết, thể hiện trách nhiệm của thanh niên đối với cộng đồng và xã hội.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hướng trọng tâm vào các chương trình mục tiêu 
quốc gia của Chính phủ Việt Nam như: xóa đói giảm nghèo, chăm sóc sức khoẻ, 
khám chữa bệnh, phát thuốc miễn phí cho nhân dân, hiến máu, cứu trợ thiên tai, 
bão lụt; bảo vệ môi trường, phòng chống các tệ nạn xã hội, giáo dục cộng đồng, 
tham gia xoá mù chữ và phổ cập giáo dục v.v.  Mỗi năm có hàng triệu thanh 
niên đã “Lên rừng, xuống biển”, mang sức trẻ, lòng nhiệt huyết đến với c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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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ã đặc biệt khó khăn, vùng sâu, vùng xa; đem những món quà tinh thần và vật 
chất đầy ý nghĩa đến với đồng bào và trẻ em các dân tộc thiểu số còn nhiều 
khó khăn. 

Phong trào “Thanh niên tình nguyện” đã trở thành bài ca của tuổi trẻ 
Việt Nam trong công cuộc dựng xây đất nước. Chúng tôi xác định tổ chức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để thanh niên được tham gia vào việc phát triển kinh tế,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của cộng đồng, vừa là để thanh niên có môi trường 
rèn luyện, thử thách; là trường học thực tiễn mang lại những kiến thức, vốn sống 
vô cùng phong phú mà không có sách vở nào cho lại được. Đây cũng là cơ hội 
để các bạn trẻ hiểu những khó khăn trước mắt của đất nước, cũng như những 
khó khăn, thiếu thốn của bà con, của thanh thiếu nhi vùng nông thôn, vùng sâu, 
vùng xa, từ đó nâng cao ý thức và xác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mình đối với quê 
hương, đất nước. 

Thưa các bạn
Phong trào tình nguyện không chỉ góp phần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đang đặt ra tại Việt Nam, mà còn là một trong những quốc gia tích cực hưởng 
ứng, tham gia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mang tính toàn cầu mà cộng đồng quốc 
tế đặc biệt quan tâm, như: đại dịch HIV-AIDS; các vấn đề về môi trường, biến 
đổi khí hậu, thiên tai, đói nghèo v.v... Thông qua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đã thu hút được hàng chục triệu lượt thanh niên và nhân dân tham gia. Bên 
cạnh đó, hàng năm phong trào tình nguyện của Việt Nam còn tiếp nhận hàng 
trăm tình nguyện viên Hàn Quốc  đến tham gi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và góp 
phần hỗ trợ công cuộc phát triển của Việt Nam.

Thưa các bạn,
Qua nhiều năm thực hiện phong trào tình nguyện, chúng tôi đã thu được 

những kết quả khích lệ, được xã hội ủng hộ, được Chính phủ quan tâm, tạo 
điều kiện hỗ trợ hơn. Tuy nhiên, những yếu tố mới mẻ trong sự phát triển của 
phong trào tình nguyện hiện nay đòi hỏi chúng tôi cần phải có sự tìm hiểu, học 
hỏi kinh nghiệm và mô hình hoạt động từ các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từ các nền 
văn hóa tình nguyện có lịch sử và truyền thống lâu đời.

Chúng tôi luôn suy nghĩ xem cần phải làm gì để nâng cao được tinh 
thần tình nguyện của thanh niên và tất cả người dân trong sự nghiệp xây dựng 
đất nước chúng tôi hiện nay? Chúng tôi luôn trăn trở xem cần phải xử lý như 
thế nào mối quan hệ giữa nghĩa vụ và quyền lợi của tình nguyện viên trong 
những điều kiện của cơ chế thị trường để vừa động viên được tính tình 
nguyện của họ vừa đảm bảo được những quyền lợi thiết thực cho họ? Vị trí v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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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 trò của Trung tâm Tình nguyện Việt Nam trong việc tổ chức và xây dựng các 
hình thức và mô hình tình nguyện trong cộng đồng như thế nào?

Và chuyến học tập tại Hàn Quốc của chúng tôi là một trải nghiệm tuyệt 
vời, không thể nào quên trong đời. Tại đây, chúng tôi đã tìm được nhiều câu 
trả lời, nhiều cách tư duy mới về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hẳng hạn như quan 
điểm về lấy tình nguyện viên làm trung tâm, toàn dân làm tình nguyện, xây 
dựng quốc gia hạnh phúc.

Tại đây, chúng tôi đã thấy được sự quan tâm của Quốc hội, Chính phủ 
và các Bộ của Hàn Quốc đối với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sự quan tâm của 
chính quyền Hàn Quốc từ Trung ương tới các địa phương. 

Tại đây, chúng tôi đã thấy rằng, bất kì ai cũng có thể làm tình nguyện: 
từ người già đến trẻ em, từ các chuyên gia, giới tri thức cho đến người lao 
động bình thường nhất trong xã hội. 

Chúng tôi đã thấy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được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các đoàn thể Hàn Quốc tổ chức rất khoa học và chuyên nghiệp.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luôn ý thức trách nhiệm xã hội qua việc hỗ trợ và tham 

gi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húng tôi cũng đã hiểu sự đóng góp và vai trò to 
lớn của hàng triệu tình nguyện viên cho sự phát triển vĩ đại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như ngày hôm nay.

Qua chuyến học tập này chúng tôi đã tận mắt nhìn thấy Hàn Quốc, một 
quốc gia phát triển vượt bậc, một cường quốc không chỉ trong phát triển kinh tế 
mà còn là một nền văn hóa tình nguyện rất đáng để chúng tôi ngưỡng mộ và 
noi theo. 

Thưa các bạn
Tại diễn đàn này, chúng tôi mong rằng, với những tình cảm gắn bó sâu 

nặng, lâu đời giữa hai dân tộc Việt nam, Hàn Quốc, Chính phủ Hàn Quốc sẽ 
quan tâm, hỗ trợ Việt Nam thực hiện dự án Tăng cường năng lực quản lý tình 
nguyện vì sự phát triển ở Việt Nam giai đoạn 2015-2020, trong đó có việc hỗ 
trợ xây dựng chính sách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Tôi mong rằng,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các đoàn thể nhân dân, các NGO Hàn Quốc quan tâm, hỗ trợ đào 
tạo, tập huấn cho các nhà quản lý về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tôi 
mong được đón tiếp thật nhiều các đoàn tình nguyện viên Hàn Quốc s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để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dân nghèo, những trẻ em có hoàn 
cảnh khó khăn, qua đó tăng cường giao lưu, chia sẻ kinh nghiệm trong các  lĩnh 
vực tình nguyện.

Thưa các bạn,



- 33 -

Nhân dịp này, tôi xin được bày tỏ lòng biết ơn tới VK, CJ, Bộ 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Hàn Quốc đã giúp đỡ có hiệu quả 
đối với Việt Nam trong thời gian qua và mong tiếp tục nhận được sự quan tâm 

hỗ trợ trong thời gian tới. Cho phép tôi được bày tỏ lòng cảm kích với các tình 
nguyện viên, nhất là những thanh niên, sinh viên Hàn Quốc ở các lĩnh vực khác 
nhau đã, đang và sẽ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đóng góp cho sự phát triển của Việt 
Nam.

Với quyết tâm của thanh niên, sự ủng hộ của Chính phủ, sự nỗ lực của 
người dân, với sự chung tay, sát cánh và đồng hành của các bạn Hàn Quốc, tôi 
tin tưởng rằng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rong thời gian tới sẽ đạt được các kết 
quả thiết thực, đóng góp tích cực vào sự phát triển của Việt Nam, vào hòa bình 
và thịnh vượng đối với khu vực châu Á cũng như toàn thế giới.

Là tổ chức cấp quốc gia nhằm mục tiêu thúc đẩy, hỗ trợ và điều phối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vì sự phát triển ở Việt Nam, chúng tôi cam kết và sẵn 
sàng hợp tác với trách nhiệm cao nhất đối với các cơ quan chính phủ, các Bộ, 
Đoàn thể,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cũng như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ể 
nâng cao hiệu quả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và thúc đẩy đam mê tình 
nguyện vì sự phát triển trong cộng đồng người dân Việt Nam.

Nhân dịp này, tôi xin trân trọng kính mời quý vị và các bạn tình nguyện 
viên Hàn Quốc sang thăm Việt Nam và dự Hội nghị Tình nguyện khu vực châu Á 
Thái Bình Dương IAVE lần thứ 15 được tổ chức tại Hà Nội vào tháng 10 năm 

2015.

Một lần nữa, chúng tôi trân trọng cảm ơn Ban Tổ chức Hội nghị, các vị 
đại biểu khách quý và các bạn đã quan tâm dành thời gian cho phép tôi dự 
Hội nghị quan trọng này của các bạn.

Xin chúc sức khoẻ các quý vị và các bạn.
Chúc tình hữu nghị giữa hai dân tộc mãi mãi tốt đ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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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책

1 Vu Minh Ly Vietnam Volunteer Center 소장

2 Do Thi Kim Hoa Vietnam Volunteer Center 부소장

3 Nguyen Huu Tu Vietnam Volunteer Center 과장

4 Nguyen Ba Tinh 베트남 젊은 의사회 사무총장

5 Tran Tien Cong Vietnam Volunteer Center ICT 팀장

별첨3  연수단 단체 보고서 

□ 참가자 단체보고서 

 

<한국방문연수에 관한 보고서>  

호치민공산당청년연맹의 서기관의 제 853- QD / TWDTN-BTC의 결정에 의

하여 2014년 7월 6일부터 2014년 7월 20까지 5명의 대표단이 한국의 자원

봉사 관리에 대한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이에 한국에서의 

연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연수명 : 한국의 자원봉사관리 경험 학습을 위한 방문연수

2. 연수기간 : 2014년 7월 6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3. 연수참가자 

4. 주관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5. 후원: 안전행정부

        CJ나눔재단

6. 연수의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관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경험을 배우

고 베트남의 자원봉사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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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국가자원봉사센터와 한국의 자원봉사 유관 기관단체 및 한국의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원봉사 유관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베트남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한국의 자원봉사관리 모델을 배운다.

 - 베트남 기관장급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연

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베트남 자원봉사관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연

수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7. 연수의 결과 

 - 한국에서의 연수기간 동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문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었다. 프로그램은 베트남 자원봉사의 실용

적 욕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연수단 자원봉사관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들이었다. 

그림 1 안전행정부 방문
 

- 연수단은 16곳의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는데, 안전행정부나 여성가족부와 

같은 관청이나 정부부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코

피온, 각당복지재단, YWCA와 같은 자원봉사단체, 중앙부터 지역을 아우르

는 자원봉사센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인천시 자원

봉사센터,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마포구 자원봉사센

터); CJ, 삼성, 포스코와 같이 베트남에서도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국의 대기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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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방문

 - 연수 기간 동안 연수단은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역사, 조직, 자원봉사관리 

및 각 기관 및 단체의 실적 등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식 미

팅에서는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의 사명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 자원봉

사자들의 활동이나,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이야

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 대표단과 한국

의 기관, 단체와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협력을 강화시켜 

자원봉사와 청소년자원봉사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3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Vu Minh Ly 소장 발표모습 
 

- 연수단은 한국의 자원봉사관리 모형과 운영과정을 학습했다. 한국에는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

본계획,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핫라인인 “136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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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과 제도가 있었다. 또한 긴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

사프로그램 (예: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 또는 오래된 벽을 벽화로 장식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었다. 연수기간 동안 연수단은 한국에서 학습

한 지식과 정보들에서 적절한 운영 기법 등을 찾고자 했으며, 베트남의 자원

봉사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을지 과제로 삼고 있

다.

그림 4 코피온(COPION) 방문

- 연수단은 마포구자원봉사센터와 신수동 자원봉사캠프를 방문하여 은퇴 봉사자들

(시니어봉사단)이 부채를 만들어 독거어르신이나 보호자 없이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참관하였으며, 고양시 보호관찰소 방문

시에는 심리치료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

료배식소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체험하기도 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

광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을 만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공

원으로 탈바꿈한 노을공원도 방문하였다. 이러한 모형들은 베트남에 적용하

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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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국인 관광객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중학생들과 함께
 

- 베트남 청년의사회 사무국장인 Nguyen Ba Tinh은 한국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의 의사를 만나는 기회도 가졌다. 이 만남을 통해 한

국의 공공의료 분야의 경험을 배웠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

국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프

로그램을 공동 주최하거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 장면  

- 연수단은 한국의 대기업 CJ나눔재단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그들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위

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베트남의 자원봉사조직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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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J 나눔재단방문(위) CJ그룹 사옥 투어(아래)

- 베트남 연수단은 한국의 자원봉사계의 리더 600여명이 참가하는 2014년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베트남 연수단에게 

개회식에서 베트남의 자원봉사활동과,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와 한국의 

자원봉사 유관기관 간의 연계나 협력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시간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에 외국의 자원봉사 관련 단체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베트남 연수단은 한국의 자원봉사 조직

이나 단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경청했으며, 2015년 10월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릴 제 15회 IAVE 아태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는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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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4년 제 7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참석 모습 

-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동안 연수단 일원들은 호치민공산당청년연맹의 외교 

업무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였으며, 진지한 태도로 한국의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경험을 연수 받고, 학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자원봉사 유관 조직/단체 뿐 아니라 한국 정부부처에도 호치민공산당청년

연맹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베트남과 베트남 자원봉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자원봉사 조직

이나 기관 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와의 파트너십

을 구축할 것을 고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향

후 베트남과 한국 간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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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교육을 마치고 

- 주최 측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일정, 연수의 내용, 숙박과 식사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매우 사려 깊게 신경을 써 주었으며, 그 결과 연수단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림 1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을 마치고 (교육 평가회)

8. 제언 
  

 -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지난 9년 간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

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베트남과 매우 

비슷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베트남이 한국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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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하고, 베트남의 자원봉사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반영하거나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분

명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에서 청년들은 자원봉사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은퇴자, 어르신들까지 – 언제 아디서나 여러 가지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베트남의 자원봉사에서 배우고, 적용해야

할 훌륭한 점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는 청년이나 청소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나 연령대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할 필요성

이 있다.

 -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 역시 정부와 자원봉사 유관 단체/조직들이 항상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시민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베트남 역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모든 

사회적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와 자원

봉사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중앙으로부터 시∙군∙구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센터 직원의 급여부터 센터의 행정비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예산의 100%가 정부로부터 나온다(국비 혹은 지방비). 정부는 자원봉사

센터에 쾌적한 공간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를 지원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국가자원봉사

센터)는 안전행정부의 산하에 있으며, 지역의 센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안에 있다. 중앙자원봉사센터가 2010년에 설립되기는 했지만 한국정부의 투

자덕분에 자원봉사센터는 점차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

러므로 베트남 정부 역시 근시일 내에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하며, 이 투자는 센터의 효과적인 발전과 운영을 돕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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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ODA자금을 이용한 베트남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호치민공산당

청년연맹은 한국정부로 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총리실에 

향후 5개년 간 베트남의 자원봉사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발굴

하고 보고해야한다.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잠정적

인 파트너이므로, 청년연맹의 서기관은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가 한국의 

기업들과 활발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 허가하고, 미래에 

다양한 협정이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실 많은 한국의 자원봉사조직이 베트남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기를 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위원회의 서기관은 베트남국가자원봉사센터가 한국의 

자원봉사단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베트남 연수단은 이번 한국의 자원봉사관리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연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청해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안전행정부, CJ나눔재단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하여, 구조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설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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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ÁO CÁO
Kết quả chuyến công tác tại Hàn Quốc 

--------

Kính gửi: Thường trực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Căn cứ Quyết định số 853 - QĐ/TWĐTN-BTC của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TNCS Hồ Chí Minh về việc cử 05 đại biểu đi 
thăm và học tập kinh nghiệm về công tác quản lý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từ ngày 6/7/2014 đến ngày 21/7/2014, đoàn 
công tác xin báo cáo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kết quả chuyến 
công tác tại Hàn Quốc, cụ thể như sau:

1. Tên chuyến công tác: Đoàn đi thăm và học tập kinh 
nghiệm về công tác quản lý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2. Thời gian: Từ ngày 06 đến ngày 21/7/2014

3. Thành phần đoàn
- Đ/c Vũ Minh Lý, Ủy viên BCH, Phó trưởng ban ĐKTHTN 

TWĐ, Giám đốc Trung tâm Thông tin Nguồn lực Tình nguyện Việt 
Nam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Trưởng đoàn.

- Đ/c Nguyễn Bá Tĩnh, Phó trưởng ban ĐKTHTN, Phó chủ tịch 
Thường trực kiêm Tổng thư ký Hội thầy thuốc trẻ Việt Nam, Phó 
đoàn.

- Đ/c Đỗ Thị Kim Hoa, Phó Giám đốc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chuyên viên ban ĐKTHTN.

- Đ/c Nguyễn Hữu Tú, Phó Tổng thư ký Hội thầy thuốc trẻ 
Việt Nam, chuyên viên Ban ĐKTHTN.

- Đ/c Trần Tiến Công, Trưởng nhóm Truyền thông IT,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4. Đơn vị thường trực mời: Tổ chức Tình nguyện Hàn Quốc 
(Volunteering Korea)



- 45 -

5. Đơn vị tài trợ 
- Bộ 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Hàn Quốc
- Tập đoàn CJ Việt Nam

6. Mục đích của chuyến đi
- Thăm và làm việc với các Bộ, ngành có liên quan đến công 

tác tình nguyện,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các Doanh nghiệp hỗ trợ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từ đó học tập kinh nghiệm của các tổ chức trong công tác 
quản lý tình nguyện để lựa chọn áp dụng trong công tác quản lý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 Thông qua các cuộc làm việc để xây dựng Mạng lưới giữa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và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các 
Doanh nghiệp tại Hàn Quốc.

- Thăm và học tập mô hình quản lý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từ cấp quốc gia đến cấp cơ sở của Hàn Quốc để từ đó 
xây dựng mô hình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ở Việt Nam.

- Đào tạo thí điểm các nhà quản lý tình nguyện Việt Nam ở 
cấp Trung ương, từ đó đánh giá hiệu quả kết quả đào tạo để xây 
dựng nhân rộng các chuyến đào tạo về tình nguyện dành cho các 
nhà quản lý tình nguyện Việt Nam ở các cấp độ khác nhau.

7. Tóm tắt kết quả chuyến đi
Trong thời gian công tác tại Hàn Quốc, phía mời đã bố trí 

chương trình thăm và học tập rất hợp lý và hữu ích, chương trình 
làm việc được xây dựng dựa trên khảo sát nhu cầu thực tiễn từ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ủa Việt Nam và nhu cầu học tập về kinh 
nghiệm quản lý công tác tình nguyện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đo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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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ổi tiếp đón tại Bộ 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 Đoàn đã có 12 buổi thăm và làm việc chính thức với nhóm 

các cơ quan liên quan đến tình nguyện, từ các cơ quan cấp Bộ, 
ngành như Bộ 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Cơ quan phát triển 
thanh niên Hàn Quốc; đến các Hiệp hội, tổ chức Tình nguyện lớn 
của Hàn Quốc như Hiệp hội tình nguyện Hàn Quốc (VK); Hiệp hội 
các tổ chức phi chính phủ Quốc tế COPION;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trẻ Hàn Quốc (YWCA); thăm và làm việc với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từ cấp Trung ương đến địa phương như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Trung tâm Tình nguyện thành phố 
Seoul, Trung tâm Tình nguyện thành phố Incheon, Trung tâm Tình 
nguyện TP Bucheon, Trung tâm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ận 
Gangnam,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ận Mapo; thăm và làm việc 
với các Doanh nghiệp lớn của Hàn Quốc như Tập đoàn CJ, 
Samsung, Posco là các Tập đoàn, Doanh nghiệp đang có hoạt động 
mạnh ở Việt Nam. 

Buổi định hướng và buổi làm việc đầu tiên tại Hàn Quốc
- Trong các chuyến thăm và làm việc với các tổ chức, đơn 

vị, đoàn đều được giới thiệu chi tiết về lịch sử phát triển, cơ cấu 
tổ chức và công tác quản lý tình nguyện cũng như các hoạt động 
nổi bật của các tổ chức, đơn vị, đồng thời tại các buổi làm việ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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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ính thức, đoàn đều dành thời gian giới thiệu về tổ chức Đoàn,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ủa thanh niên và vai trò của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tại Việt Nam. Thông qua các buổi làm 
việc, phía bạn và đoàn đều mong muốn tạo cầu nối, tăng cường 
tình hữu nghị, hợp tác, góp phần thực hiện chủ trương đối tác 
toàn diện của Lãnh đạo hai nước thông qua việc hợp tác, phát 
triển trong lĩnh vực tình nguyện và lĩnh vực thanh niên.

Giới thiệu về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tại Hội nghị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 Đoàn công tác đã được học tập về các mô hình, kinh 
nghiệm quản lý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trong đó nổi 
bật là các chính sách về tình nguyện, đặc biệt là Luật tình nguyện 
của Hàn Quốc ban hành năm 2005, các chiến lược quốc gia như 
“Đại Hàn Dân quốc sinh động, toàn dân là tình nguyện viên” hay “ 
Vì một Seoul hạnh phúc, mỗi người dân Seoul là một tình nguyện 
viên”, hệ thống đường dây nóng điện thoại 1.365 cho những người 
có nhu cầu làm tình nguyện; các chương trình tình nguyện giải 
quyết các cấp bách của xã hội như chương trình tình nguyện giúp 
giảm thiểu nạn tự tử trong thanh niên; giảm nạn bạo lực học 
đường trong học sinh; chương trình tình nguyện gắn kết người dân 
trong các khu chung cư, chương trình tình nguyện biến các bức 
tường cũ, xấu thành các bức tranh nghệ thuật,…Trong quá trình 
học tập, các thành viên trong đoàn luôn cố gắng tìm hiểu, nghiên 
cứu kỹ nhằm lĩnh hội nhiều kiến thức nhất để có thể áp dụng và 
phát triển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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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ột buổi làm việc tại tổ chức tình nguyện COPION
- Đoàn công tác cũng đã đến thăm các mô hình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ộng đồng như hoạt động làm quạt tặng người già và 
trẻ em neo đơn của các TÌnh nguyện viên về hưu ở quận Mapo, 
hoạt động tư vấn tâm lý cho trẻ phạm tội tại Trung tâm giáo 
dưỡng Goyang của các Tình nguyện viên là các chuyên gia tư vấn 
tâm lý; hoạt động nấu và phát cơm miễn phí cho người vô gia cư 
của các Tình nguyện viên trong nhà thờ,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hướng dẫn du lịch cho khách quốc tế của các em học sinh cấp 2,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biến bãi rác thành công viên Worlcup,…Hầu 
hết các mô hình tình nguyện được đến thăm trực tiếp đoàn đều 
nghĩ có thể áp dụng, nhân rộng tại Việt Nam.

Mô hình Tình nguyện viên hướng dẫn khách tham quan du lịch
- Hội thầy thuốc trẻ Việt Nam do đồng chí Nguyễn Bá Tĩnh 

đại diện cũng đã đến thăm một số bác sỹ làm trong lĩnh vực y tế 
cộng đồng nổi tiếng ở Hàn Quốc, thông qua các buổi làm việ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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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ũng đã được chia sẻ kinh nghiệm trong lĩnh vực y tế cộng đồng 
của Hàn Quốc cũng như kết nối để phối hợp tổ chức các chương 
trình y tế cộng đồng trong thời gian tới tại Việt Nam với sự tham 
gia của các bác sỹ trẻ Hàn Quốc. 

Buổi làm việc tại Trung tâm tình nguyện Seoul
- Đoàn đã làm việc với các Doanh nghiệp lớn tại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các doanh nghiệp đang kinh doanh tại Việt Nam để 
huy động nguồn lực và kết nối tổ chứ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rong doanh nghiệp tại Việt Nam trong thời gian tới. 

Thăm và làm việc tại tập đoàn CJ

Thăm và học tập mô hình Tour les jours của tập đoàn CJ

- Đoàn Việt Nam được mời tham dự Hội nghị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2014 với sự tham dự của 600 nhà lãnh đạo về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phía bạn cũng dành thời gian để đo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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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ệt Nam có bài trình bày về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cũng như những triển vọng hợp tác về tình nguyện giữa VVC và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Hàn Quốc trong phiên khai mạc của Hội 
nghị.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phía Bạn mời một tổ chức tình nguyện 
nước ngoài tham dự hội nghị. Đoàn Việt Nam đã được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Hàn Quốc đánh giá cao về các nội dung trình 
bày tại Hội nghị. Tại Hội nghị, đoàn Việt Nam cũng đã truyền 
thông về việc đăng cai tổ chức Hội nghị tình nguyện châu Á Thái 
Bình Dương lần thứ XV tại Việt Nam vào tháng 10 năm 2015.

Hội nghị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2014

- Trong thời gia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đoàn công tác đã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của Trung ương Đoàn TNCS Hồ Chí Minh 
trong công tác đối ngoại, có thái độ nghiêm túc trong việc tiếp 
thu và học hỏi kinh nghiệm từ bên phía Hàn Quốc. Đồng thời, 
đoàn công tác cũng giới thiệu được với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và các bộ ngành của Hàn Quốc về các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Đoàn TNCS Hồ Chí Minh, tạo ấn tượng tốt về đất nước, con người 
và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Hầu hết các tổ chức đề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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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 muốn được hợp tác với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để 
phát triển quan hệ đối tác trong những năm tới thông qua việc 
hợp tác trong lĩnh vực tình nguyện, từ đó góp phần thúc đẩy mối 
quan hệ Việt Nam -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tới.

Chụp ảnh lưu niệm tại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Hàn Quốc

- Phía bạn chuẩn bị chương trình rất chu đáo và bổ ích, từ 
việc bố trí thời gian, đến nội dung làm việc và học tập, đến các 
điều kiện ăn, ở. Vì vậy đoàn hoàn toàn yên tâm dành thời gian để 
tập trung cao nhất cho việc hyocj và lĩnh hội kiến thức.

Buổi đánh giá sau tuần đầu tiê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8. Khuyến nghị của đoàn công tác

- Luật Tình nguyện Hàn Quốc ban hành năm 2005 đã tạo 
thuận lợi cho phát triển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Hàn Quốc trong 
9 năm vừa qua. Lãnh đạo Bộ 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 đơn 
vị thường trực giám sát thực thi Luật tình nguyện Hàn Quốc  và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Hàn Quốc cho rằng đến nay Luật tình 
nguyện Hàn Quốc luôn phù hợp với thực tiễn và chưa có bất kỳ 
điều nào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hoặc phải sửa đổi. Vì hai nước 
Hàn Quốc và Việt Nam khá tương đồng về văn hóa nên Việt Nam 
nên nghiên cứu, áp dụng một số nội dung trong Luật tình nguyện 
Hàn Quốc trong quá trình xây dựng Chính sách tình nguyện t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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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ệt Nam, đặc biệt là việc xác định vai trò của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trong lĩnh vực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 Tại Hàn Quốc, thanh niên không phải là lực lượng đông và 
nòng cốt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nhưng ở bất kỳ 
đâu, bất kỳ địa điểm nào cũng gặp các Tình nguyện viên ở các lứa 
tuổi khác nhau tham gi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ừ các em thiếu 
nhi đến học sinh phổ thông, đến sinh viên, đến công nhân viên 
chức hay người về hưu, người lớn tuổi đều tham gia tình nguyện 
vwis đa dạng các lĩnh vực tình nguyện. Đây cũng là điểm mà Việt 
Nam cần học tập và áp dụng, đặc biệt là trong việc huy động các 
tầng lớp xã hội khác ngoài thanh niên, sinh viên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 Hoạt động truyền thông nâng cao nhận thức cho người dân 
về ý nghĩa của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và vai trò của Tình nguyện 
viên luôn luôn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và các tổ chức tình 
nguyện chú trọng và làm thường xuyên nên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dân về tình nguyện được nâng cao, vì vậy người dân Hàn Quốc ý 
thức được trách nhiệm sẻ chia cộng đồng và chủ động tham gia 
vào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Từ điều này cho thấy tại Việt 
Nam, chúng ta cũng cần chú trọng đến vai trò của truyền thông, 
tuyên truyền nâng cao nhận thức cho các tầng lớp xã hội về ý 
nghĩa của tình nguyện và vai trò của TNV đối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đát nước. 

- Tại Hàn Quốc,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có từ cấp Trung 
ương đến cấp quận và đều được quản lý theo hệ thống, 100 phần 
trăm ngân sách hoạt động từ chi phí lương đến hoạt động đều do 
ngân sách Chính phủ Hàn Quốc cấp. Các Trung tâm đều được 
Chính phủ bố trí văn phòng rộng rãi, ở trung tâm và phân công, 
tuyển dụng các cán bộ Chính phủ có chuyên môn,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tình nguyện để phụ trách lãnh 
đạo các Trung tâm.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trực thuộc B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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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ninh và Hành chính công, các trung tâm cấp tỉnh, thành và 
quận, huyện trực thuộc cấp chính quyền tỉnh, thành, quận, huyện. 
Mặc dù mới thành lập từ năm 2010 đến nay nhưng do có sự đầu 
tư ngân sách của Chính phủ nên Hàn Quốc đã phát triển rất hiệu 
quả các Trung tâm Tình nguyện cấp dưới. Điều này đặt ra Việt 
Nam trong những năm tới cần có sự đầu tư thỏa đáng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cho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bao gồm cả 
đầu tư nhân lực, vật lực, kinh phí hoạt động thường xuyên thì 
Trung tâm mới có điều kiện tối thiểu để phát triển hiệu quả.

- Phía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đồng ý chủ trương hỗ trợ 
nguồn vốn ODA để thúc đẩy công tác tình nguyện tại Việt Nam từ 
năm 2015-2020 nên Trung ương Đoàn cần báo cáo Bộ Kế hoạch 
đầu tư, Thủ tướng Chính phủ để tiến hành xây dựng dự án và 
đưa lĩnh vực tình nguyện là một trong những ưu tiên trong 5 năm 
tới để nhận nguồn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Hàn Quốc.

- Các Doanh nghiệp, Tập đoàn Hàn Quốc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là những đối tác rất tiềm năng trong lĩnh vực hỗ trợ 
tình nguyện,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cho phép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được chủ động kết nối, làm việc với các 
Doanh nghiệp, Tập đoàn Hàn Quốc để xây dựng các thỏa thuận 
hợp tác, các chương trình phối hợp trong thời gian tới.

- Trên thực tế, có rất nhiều các tổ chức mong muốn tổ chức 
các đoàn TNV Hàn Quốc sang Việt Nam hoạt động, đặc biệt là 
trong mùa hè, vì vậy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cho phép Trung 
tâm Tình nguyện Quốc gia chủ động phối hợp với các đối tác để 
xây dựng các chương trình hoạt động phù hợp. 

Đoàn công tác xin trân trọng báo cáo Thường trực Ban Bí 
thư Trung ương Đoàn và lãnh đạo Ban Đoàn kết tâp hợp Thanh 
niên về các kết quả hoạt động của đoàn công tác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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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연수단 개별계획서

1) Vu Minh Ly 베트남 자원봉사센터소장 

□ 연수 참여 목적

- 한국의 자원봉사 관련 조직과 기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학습과 이해 

- 연수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자원봉사관련 기관 뿐 아니라 정부, 국민과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 한국의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 조직 능력,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베트

남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번 연수 참여하여 얻고 싶은 것 

- 자원봉사관리 능력과 기능 향상

-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모형에 대한 학습

-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지식, 정보, 의미 등을 시민

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학습함 

- 자원봉사자 인정․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원(현물/현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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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 Thi Kim Hoa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부소장

□ 연수 참여 목적

- 한국의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학습

- 한국의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학습 및 이해

- 한국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지식 배양

- 중앙 단위부터 각 지자체 단위까지의 단계별 자원봉사센터의 방문을 통해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자 함 

- 한국의 자원봉사 모형과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 이번 연수 참여하여 얻고 싶은 것 

- 한국의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음

- 한국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음, 특히 한국의 자원

봉사센터의 CEO나 관리자가 센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 

- 한국의 자원봉사 정책(자원봉사정책 및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정책)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 한국자원봉사계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

- 한국정부의 자원봉사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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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uyen Huu Tu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과장 

□ 연수 참여 목적

- 한국 자원봉사의 현황, 베트남과 한국의 자원봉사의 차이점 이해

- 한국 자원봉사의 체계/구조를 학습하고자 함 

- 한국에서의 자원봉사 정책이나 법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고자 함

- 정부, 기업, 자원봉사유관 조직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자 함

- 자원봉사를 위한 자원동원, 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학습하고자 함

- 어떻게 자원봉사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함

□ 이번 연수 참여하여 얻고 싶은 것 

- 베트남의 상황에 한국의 자원봉사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 자원봉사정책이나 법률의 초안 작성에 대해 고안해보고자 함

- 새로운 조직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관계 형성 및 협력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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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uyen Ba Tinh 베트남 청년의사협회 사무총장

□ 연수 참여 목적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모형에 대한 학습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방식,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학습

- 한국의 자원봉사 정책, 실행, 법률에 대한 학습 

-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

□ 이번 연수 참여하여 얻고 싶은 것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연수의 방식 

- 한국인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자세

-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 설계 방식 및 방법 

- 웹사이트, 책, 신문, SNS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활동에 이해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 

- 생애주기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 공공의료 및 의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진행 방식 



- 58 -

5) Tran Tien Cong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IT팀장 

□ 연수 참여 목적

- 한국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 한국의 자원봉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알고자 함

- 한국자원봉사센터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자 함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알고자함

- 한국의 생활양식에 대해 느껴보고자 함 

- 한국의 조직/단체들과 관계형성을 하고자함

-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해 보고자함

-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학습활동 경험을 기록하고자 함

□ 이번 연수 참여하여 얻고 싶은 것 

- IT 기술을 자원봉사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음

- 자원봉사단체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사회에 대해 제언하는지 

- 시민들 사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싶음

-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는지 배우고 싶음

-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싶음

- 커뮤니케이션(홍보) 계획에 대해 배우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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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연수 일지

1) Vu Minh Ly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소장

□ 7월8일 교육 

- 한국자원봉사의 역사, 발전과정에 대한 학습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의 조직, 운영, 관리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조직, 운영, 관리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VVC의 조직 재설계하기 

- VVC와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단체들과 새롭게 네트워킹 

및 관계 형성하기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내일 방문하게 될 안전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직무 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음

- 한국 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 7월9일 교육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안정행정부에 방문하여 각 각의 역할과 운영

방식,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학습함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진, 웨딩사진을 찍지 못하신 어르신들

께 웨딩사진을 찍어드리는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실행해보고 싶음(베

트남에도 웨딩사진을 찍지 못한 노부부가 많이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임)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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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0일 교육 

-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동행(대학생의 학습지도 

봉사활동), 희망나무(편지쓰기 프로그램) 

-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위한 경비를 요청하고,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오늘 교육에서 언급되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몇 개를 베트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임 (벽화그리기나 동행과 같은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베트남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내일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방문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고 싶음

- 마포구자원봉사센터 방문을 통해 아파트봉사단이나 자원봉사캠프와 

같이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음 

□ 7월11일 교육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신수동자원봉사캠프, 청

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다양한 자원봉사의 모형에 

대해 학습함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마포구자원봉사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베트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현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로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의 해외봉사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것임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나 실천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앞

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재정 확보와 같은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행정적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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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 Thi Kim Hoa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부소장 

□ 7월7일~7월11일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소개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 자원봉사유관

기관을 위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 등)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국가단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시/도단위),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마포구자원봉사센터(군/구단위)의 센터들을 방문하고, 

그 구조와 체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해 학습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 정책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책임 등에 대해서도 학습했음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청소년자원봉사정책의 작성을 마무리하여 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중앙단위의 베트남 자원봉사센터의 성공적 관리 방법과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싶음

- 새로운 자원봉사프로젝트,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배우고, 베트남에 

맞도록 개발하고자 함

- 청소년(청년) 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 

- 프로젝트의 초안을 작성하고, 베트남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방문

하여,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음

- 한국 NGO를 방문하여 그들의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대해 배우고, 한

국 자원봉사 분야에서 NGO의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싶음

- 한국의 기업이나 회사에 방문하여 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싶음

- 한국의 다른 도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고, 그들의 관리 체계를 

배우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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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guyen Huu Tu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과장 

□ 7월7일 교육

- 한국의 자원봉사 구조 및 역할에 대한 소개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대한 소개 :

- 센터 기반의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됨

- 1365자원봉사포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한국과 베트남의 자원봉사 발전의 역사에 대해 비교, 고찰해보고 싶음

- 자원봉사센터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음

- 1365 자원봉사포탈과 같이 전산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해보고 싶음

- 위의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7월9일 교육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센터 현황, 조직, 시설, 활동

내용, 예산 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에 걸쳐)

- “동행” 프로젝트와 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활동 및 프로

젝트에 대한 소개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형성 및 연구에 대한 소개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베트남 청년연맹에서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서울시 자원

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비교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63 -

□ 7월10일 교육  

-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 

  (마포구: 공공기관성을 강하게 띔 / 강남구: 100% 민간 전문가 조직)

-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자원봉사센터와 기업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었고, 그들이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었음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베트남에서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고자 함 

- 베트남에 있는 특히 한국계 기업과 접촉하여 함께 일해보고 싶음 

- 한국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해보고자 함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국회(National Congres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음

- 기업체나 회사와 어떻게 협력하여 일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음

-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음 

□ 7월11일 교육  

- 노을공원시민모임의 활동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 작은 NGO가 어떻게 큰 

숲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들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해 

- YWCA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및 활동 이해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그동안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교환 및 평가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노을공원시민모임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하노이 내에 있는 

버려진 땅에 공원이나 놀이터를 짓는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 베트남의 YWCA 대표자를 접촉하여 베트남 여성의 활동의 촉진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함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자원봉사시행령이나 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싶음 

- 정부재단과 기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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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4일 교육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연수에 대한 의견공유 및 평가

- 한국자원봉사포럼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 각당복지재단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기관에 대한 소개를 받음 

- 각당복지재단의 청소년 보호관찰소를 방문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한국자원봉사 포럼의 모형을 베트남에도 적용해 보고 싶음

- 호스피스프로그램은 현재 베트남의 법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움

- 각당복지재단의 청소년 보호관찰소 자원봉사팀은 매우 감동적 이었고, 

좀 더 연구하여 베트남의 청소년 보호관찰소에도 적용해보고자 함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의 GDP 달성에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배우고 싶음 

(안전행정부의 정보에 따르면 자원봉사가 GDP의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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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guyen Ba Tinh 베트남 청년의사협회 사무총장 

□ 7월10일 교육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안전행정부 방문, 기관을 둘러보고 

각 기관의 직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한국의 자원봉사 시스템, 역사, 정부정책, 프로젝트 등 학습; 특히 1365

자원봉사포탈이나 각 센터의 특성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다양하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방식 

- 연령/생애주기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계획 및 설계 

-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 자원봉사자들을 인정․격려하는 것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자원봉사모형 학습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보는 것 

- 보건․의료와 관련된 자원봉사 현장 방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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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1일 교육  

- 노을공원에 방문하여, 노을공원시민모임이 활동하는 것을 들러보았고, 

서울 YWCA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음 

- 노을공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가꾸는 공원에 대해 

생각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

- 서울 YWCA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습

- 서울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가정의학과 의사인 홍승권 교수를 만나 

한국의 의료자원봉사활동과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인력이 적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식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 방식 

  (노을공원시민모임은 두 명의 실무자가 근무, 자원봉사자 통해 다양한 사업 진행) 

- 젊으실 적 웨딩사진을 찍지 못하신 어르신들께 웨딩사진을 찍어드리는 것/

어르신들이 아동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보건관리 및 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계획하고 촬영 및 배포하는 것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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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an Tien Cong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IT팀장 

□ 7월7일 교육  

- 한국 자원봉사의 역사

- 한국 자원봉사의 구조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 구조

-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 한국자원봉사(활동)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현재 베트남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원봉사 통계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반영해보고 싶음

- 1365 자원봉사포탈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베트남에도 구축해보고 싶음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의 구조와 한국의 자원봉사 관리 분야에서 그것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음

□ 7월8일 교육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정책에 대한 교육

- 정부가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배움

- 한국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됨 

- 한국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방식에 대해 배움

- 한국자원봉사센터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좀 더 깊게 학습함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 홍보 및 옹호 프로그램에 활용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 구조가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배워보고 싶음

-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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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9일 교육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 학습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분야에 대해 알게 됨 

- 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 센터의 예산/재정에 대한 이해 

- 센터의 업무 환경에 대해 볼 수 있었음 (카페, 쾌적한 회의실 등)

- “동행” 프로젝트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베트남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환경 또한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싶음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중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 베트남에서도 실행해보고 싶음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마포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음

- 구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들이 시나 중앙센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싶음 

□ 7월10일 교육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경험, 능력, 업무방법, 인정상품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음

-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의 구조와 활동

- 시니어들이 진행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자원활동 (냅킨오려 부채 만들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문하여, 교육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베트남자원봉사센터 역시 강남구나 마포구와 같은 다양한 홍보자료를 

구하고 싶음 (다양한 인정상품) 

- 베트남에서도 시니어(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싶음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에서 NGO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배우고 싶음

- YWCA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YWCA와 베트남의 여성연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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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1일 교육 

- 노을공원의 환경보호 활동

- 서울 시민들의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양상을 볼 수 있었음

- 정부가 NGO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 수 있었음 (노을공원시민모임이 서

울시 소유의 노을공원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 물, 전기 

등을 사용하는 것 등)

- 서울 시민의 의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실행되는지 알 수 

있었음

- 여성을 지원하는 커다란 NGO 모델과 그들의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음 

□ 베트남 적용 희망사항 

- 노을공원시민모임의 활동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훌륭한 활동 모형을 

베트남에도 적용해보고 싶음 (시민들의 의지가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

들고, 그 공원을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 추후교육 학습 희망사항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실행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학습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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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사진자료 : 베트남 현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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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사진자료 : 한국 초청연수 

<한국 도착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교육 장면>  

<1일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교육 장면 및 기념사진>

<안전행정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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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 장면,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교육 장면 / 

  아래: 마포구자원봉사센터 방문, 신수동자원봉사캠프 봉사자들과 함께>

<노을공원시민모임 교육 장면, 서울 YWCA 교육 장면>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Vu Minh Ly 소장 발표-“베트남의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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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교육 장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중간평가>

<위: 영등포 토마스의 집, 노숙인을 위한 배식 자원봉사 참여 / 

 아래: 청소년 관광안내 봉사자들과 함께, 주말 문화체험>

<베트남 자원봉사관리자 한국 연수일정의 마무리, 환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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