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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행 사 명 : 「2014 동아시아 시민사회·자원봉사 국제포럼」

• 주    제 : “동아시아 기업자원봉사 현황과 발전과제”

•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31일(금) (1박2일)

• 장    소 :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경원동 

3가 14-2))

• 참가인원 : 205명

• 주    최 : 한국자원봉사협의회(VK)· 한국자원봉사포럼(KVF)

• 주    관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 후    원 : 안전행정부 · 전주시 · 전라북도 · 중앙일보 

• 협    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일본볼런티어활동국제연구회(JIVRI)·

             중국국제민간조직교류촉진회(CANGO)  

• 협    찬 :  삼성 · SK텔레콤

Ⅱ 목적

• 자연재해와 풍요 속의 빈곤, 사회적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인류 

괴롭히고 있는 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에서 문제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사회공헌과 NPO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방안

을 논의함.

• 한중일 3국의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공통으로 직면

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건설에 민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자 국제포럼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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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동안의 추진경과

• 2005년 10월 18일: 한국자원봉사포럼 창립10주년 기념 한중일 자

원봉사 국제포럼 개최(주제: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2009년 10월 :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개최(주제:동북아 3국의 

자원봉사와 NGO․NPO 협력체계 구축, 일본 동경) 

• 2011년 11월 16일: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개최(주제:동북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과제, 한국 하이서울 유

스호스텔 대강당) 

• 2012년 08월 21일: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개최(주제:사회변동

에 따라 진화하는 시민단체의 역할, 중국 베이징 Jingshi 호텔 세

미나실)

• 2013년 11월 19일: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개최(주제:자원봉사 

중간 자원조직의 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동경 JAICA 글

로벌센터)

Ⅳ 성과 및 산출물

•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시민사회· 자원봉사 국제포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 ‘ 일 본 공 익 법 인 협 회 ’ 와 지 속 적 인 연 대 · 교 류 를 위 한 M O U 체 결

(2014.12.09.)

<구성안> :  각국의 대표 외 2~3명

연번 성함 소속 비고

1 장석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한국

2 Huang Haoming 청화대학교 교수·CANGO부회장 중국

3 Murakami Tetsuya JIVRI 대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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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을 순회하면서 국제포럼 개최

<구성안>

- 일시 : 2015년 7~8월 중

- 장소 : 중국 상하이

- 내용 : 추후보완

• 3국간 자원봉사 지도자 해외연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 일시 : 2014년 12월 9일~12일

- 장소 : 일본 가나자와·나고야·이시가와 지역

- 목적 : •일본유일의 ‘가나가와 볼런티어대학교’ 탐방을 통한 사

례학습 및 자원봉사자 교육의 비전과 아이디어 발굴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재해 민관거버넌스 시스템 벤치마

킹 

            •일본의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접점에서 활성화하는 마을  

          만들기와 지역재생운동 현장탐방

            •한 일 간의 자원봉사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대력   

          강화

          

- 내용 : • 국립가나자와대학교 방문

         -가나자와대학교 지역연대추진센터 지역연대사업설명회

         -마찌쯔꾸리(마을만들기) 전공교수화의 간담회

         • 가나자와 시청방문

         -도시재생과 시민참여마을만들기 민관거버넌스 벤치마

킹 

            • 가나자와 학생의 거리 시민교류관 방문

            • 이시가와현 시민활동네트워킹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가나자와 볼런티어대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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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사업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준비회의

협력기관연계

 통·번역

재능나눔 

봉사자모집

집행위원회 

구성

발표자확정

원고의뢰

원고마감

 번역

홍보협조공문

발송

참가자모집

국제포럼개최

결과보고서

최종평가회

Ⅵ 사업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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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목)� /� 첫째날

� � � � � � � � � � � � � � 기조강연� “� 동아시아�기업자원봉사�현황과�발전과제� ”

[한국]…김경동(KAIST� 경영대학�초빙교수� ·� 한국자원봉사포럼�명예회장)

[중국]…Huang�Haoming(칭화대학교�교수� ·� � CANGO�부이사장)

[일본]…시마다�미나꼬(공익재단법인� ‘가오’� 상무이사�겸�사무국장)

<세션Ⅰ/�한국>� “자원봉사�중간지원조직으로서�기업사회공헌의�역할”� �

발제1� …� 이화옥�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발제2� …� 탁지선� /� 삼성사회봉사단�과장

<세션Ⅱ/� 중국>� “사회적�조직의�개발트랜드와�기업,� 그리고�전략적�선택”

발제1� …� Zhao� Guojie� /� 텐진대학교�교수

발제2� …� Zhang�Wangcheng� /� 베이징사범대학교�교수

<세션Ⅲ/�일본>� “NPO와�기업의�연대� :� 현상·과제·전망에�대한�문제제기”

발제1� …� 타지리�요시후미� /� Japan� NPO센터�상무이사

발제2� …� 아오오�캔� /� The� Toyota� foundaion� 국제조성그룹�리더

10월� 31일(금)� /� 둘째날

<특강>� 국제우호(友好)� 증진시키는�자원봉사

� � � � …이제훈�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어린이재단�회장

<특별보고Ⅰ� /� 중국>� 풀뿌리기술협력사업의�전개

� � � � � � …� Zhou� Yan� /� JICA� China� 부소장

<특별보고Ⅱ� /� 한국>� “KOICA� 해외자원봉사활동�현황과�발전과제”

� � � � …박종민� /� KOICA�World� Friends� Korea� 총괄팀장�

Ⅶ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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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발표 및 통역·번역

• 각국 기조강연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표하였음.

* 기조강연 연사는 원고를 자국어로 써서 9월말까지 한국자원봉사

포럼으로 발송하였음.(한국은 영어 및 한글 두 개 버전)

• 모든 원고는 3개국어로 번역되었음.

• 세션발제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측은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며 동시

통역이 진행되었음.

• 둘째날 특강과 특별보고발표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모국어

로 말하면 한 중 일 언어로 순차통역이 진행되었음 

Ⅸ 홍보

• 중앙일보가 후원기관으로 협력하며 사전 보도기사 및 행사기간 동

안 현장취재‧보도하였음.

• 2014년 09월 13일부터 21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IAVE 아태대회

에서 적극홍보하였음.

•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이메일 홍보와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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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행사진행순서

▶10월30일(목) / 첫째날

시   간 내     용

09:30~10:30 60’ 접수 및 등록

10:30~11:00 30’ 개회식

11:00~12:30

90’ 기조강연: “동아시아 기업자원봉사 현황과 발전과제”

30’ ┕ 한국-김경동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 중국-Huang Haoming / 칭화대 교수·CANGO부회장30’

30’ ┕ 일본-시마다 미나꼬 / 공익재단법인 ‘가오’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

12:30~13:30 60’ 점심식사

                    [좌장] 안양호 / 한국자원봉사포럼 수석부회장               

13:30~14:10 40’

[세션1/한국〕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업사회공헌의 역할 

┕ 발제1-이화옥 /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 발제2-탁지선 / 삼성사회봉사단 과장

14:10~14:50 40’

 [세션2/중국] 사회적 조직의 개발트랜드와 기업, 그리고 전략적 선택 

┕ 발제1-Zhao Guojie / 텐진대학교 교수

┕ 발제2-Zhang Wangcheng / 베이징사범대학교 교수

14:50~15:00 10’ 휴식

                  [좌장]  이강현 / IAVE 세계회장 

15:00~15:40 40’

 [세션3/일본]NPO와 기업의 연대: 현상·과제·전망에 대한 문제제기

┕발제1-타지리 요시후미 / Japan NPO센터 상무이사

┕발제2-아오오 캔 / The Toyota foundaion 국제조성그룹 리더

15:40~16:40 60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16:40~17:10 30’ 휴식 및 이동

17:10~18:40 90’ 만찬

18:40~20:00 80‘ 축하공연

20:00~ 숙소이동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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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일본) 조직

1
嶋田 実名子 公益財団法人　花王芸術・科学財団   

SHIMADA Minako Kao Foundation for  Arts and Sciences

2
田尻 佳史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　日本NPOセンター

TAJIRI Yoshifumi Japan NPO Center

3
青尾 謙 公益財団法人　トヨタ財団

AOO Ken Toyota Foundation

4

青木 利元 JIVRI-ボランティア活動国際研究会
AOKI Toshiyuki JIVRI-Japa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5
白石 喜春 公益財団法人　公益法人協会

SHIRAISHI Yoshiharu Japan Association of  Charitable Organizations

▶10월31일(금)/둘째날

시   간 내     용

7:30~8:30 60‘ 아침식사

8:30~9:00 30’ 접수 및 등록

9:00~10:00
60’

(순차통역 
40분포함)

〔특강〕자원봉사를 통한 국제관계개선
 이제훈/어린이재단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
장

10:00~11:00 60‘
현황보고 1(중국)- 풀뿌리기술협력사업의 전개
ZHou Yan /JICA China 부소장

11:00~12:00 60‘
현황보고 2(한국)- KOICA 해외자원봉사활동 현황과 발전과제
 박종민 / KOICA World Friends Korea 총괄팀장

12:00~12:20 20‘ 폐회식

12:20~13:30 70‘ 점심식사

13:30~14:30 60‘
기관방문 및 지역문화 탐방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14:30~16:30 120’
지역문화 탐방
- 전주한옥마을 외

Ⅺ  향후방향

•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서 3국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hot line)를 마

련,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협력방안을 구축

• 한중일 3국의 국제협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의 청년자원봉사, 

기업자원봉사, 재해구호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정보교류 ·재능나눔 등의 프로

그램 협력과 상호연대를 추진함.

XⅡ 외국인참가자명단

 • 일본 및 중국의 시민사회·자원봉사지도자 총 3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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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屋 一歩 認定特定非営利活動法人　日本NPOセンター

TSUCHIYA Kazuho Japan NPO Center

7

村上 徹也 日本福祉大学、JIVRI-ボランティア活動国際研究会
MURAKAMI Tetsuya Nihon Fukushi  University, JIVRI-Japa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8
山田 絵美 特定非営利活動法人　市民社会創造ファンド

YAMADA Emi Civil Society  Initiative Fund

9
渡辺 元 公益財団法人　助成財団センター

WATANABE Gen Japan Foundation  Center

10

増田 和生 シャンティ国際ボランティア会
ＭＡＳＵＤＡ　

Ｋazuo ShantiVolunteerAssociation(SVA/Shanti) 

11

小林立明 日本財団
KOBAYASHI 

Tatsuaki Nippon Foundation

12

森 法子 自治体国際化協会
MORI　Noriko Japan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

13
小島 寛之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Hiroyuki Kojima Japan Foundation,  Seoul

번호 이름(중국) 조직
1 黄浩明     

 Huang Haoming    CANGO

2 赵国杰     
  Zhao Guojie  TientsinUniversity                    

3 张网成  
  Zhang Wangcheng Beijing Normal University

4 石忠诚       
 Shi Zhongcheng CANGO

5 张曼莉   
  Zhang Manli CANGO

6 刘银托       
 Liu Yintuo    CANGO

7 周妍  Zhou Yan JICA  China Office

8 李瑾  Li Jin JICA  China Office

9 刘杰  liu Jie
 Jiamusi   ESCO Sustainable Development Association

10 王琳娜  Wang Linna

11 郝亦荣       
 Hao Yirong Beijing Forestry  Society

12 夏磊  Xia Lei Beijing Forestry  Society

13 刘飞  Liu Fei Chengdu  Aiyouxi Community Culture Development Center

14 丁晨辉  Ding Chenhui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National 

Representatives of China
15 高志新  Gao Zhixin

16 于昕洋  Yu Xinyang

17 顾子媛  Gu Zixuan Rende  Foundation

18 沈淑珍  Shen Shuzhen Rend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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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孟祥瑞  Meng Xiangrui SynTao - Sustainability Solutions

Ⅻ 외국참가자 일정

시   간 내     용

1
일
차

10:00~11:00 코이카 도착

중국참가자
11:00~12:00 코이카 국제봉사활동 청취 및 질의응답

12:00~13:00 오찬

13:00~13:40 코이카 지구촌 체험학교 견학

14:00~15:00 코이카 출발하여 인천공항도착
일본참가자 

합류
15:00~18:30 전주도착

19:00~20:30
‘2014 동아시아시민사회 자원봉사 

국제포럼’ 환영연
20:30~ 숙소이동

2
일
차

08:30~09:30 아침식사
09:30~10:30 국제포럼 참가 및 등록
10:30~17:00 국제포럼 참가
17:00~18:40 만찬
18:40~20:00 축하공연

20:00 ~ 숙소이동 및 자유시간

3
일
차

07:30~08:30 아침식사

09:00~12:20 폐회식

13:30~16:30 기관방문 및 지역문화 탐방

17:00~ 서울숙소로 이동 

ⅩⅣ 참가국의 협력단체현황

1. 중국국제민간조직교류촉진회(CANGO)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1) 연혁

* 1992년 설립

* 1993년 중국 내무성 등록

* 2011년 8월말 현재, 146개 회원사 등록

* 2010년, “National Advanced Social Organization" 표창(내무성)

2) 미션

① 중국 내의 빈민층과 奧地, 소수민족을 위한 빈곤퇴치, 환경보전, 사회개발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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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의 기술적인 지원과 풀뿌리 NGO의 역량강화와 펀드레이징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NGO와 중국내NGO 및 다국적 기관의 파트너 및 중개 에이전시의 

역할수행

3) 회원수

* 146개 회원단체

4) 추진실적

연번 일시 주제 장소 비고

1 2012.08.21.~24 한중일자원봉사국제포럼 베이징

2 2011. 9. 22-23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정책 애

드보커시 워크숍
베이징

3 2011. 9. 9. 작업장 다양성 워크숍 베이징

4 2011. 9. 1. 
원조와 개발 효과에 관한 2011 

국제 컨퍼런스

한국 

서울

5 2011. 8. 10.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농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베이징

6 2011. 6. 14-17. 
NGO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트레이닝

7 2011. 5. 12-13.
시민사회 기후활동 네트워크

(CCAN) 19차 컨퍼런스

8 2011. 3. 28-29.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쉽(GPPAC) 동북아시아 총회
베이징

5) 대표

* Huang Haoming

2. 일본볼런티어국제연구회(JIVRI)

    (Japa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1) 연혁

일본볼런티어국제연구회는 볼런티어 활동과 NPO활동을 문화적 맥락에서 파

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창립됨.

2) 미션

① 동아시아 국가들의 볼런티어 활동을 그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연구함.

② 이들 국가와의 공동체만들기에 공헌하고 국제연대의 증진

③ 볼런티어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와 과학·산업 사이의 상호연대의 증진

3)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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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kami Tetsuya

4) 연구성과

① 중국의 볼런티어 활동과 문화

   일본 「公益法人」2007년 3회에 걸쳐 게재

② 한국과 볼런티어 활동

   일본 「公益法人」2008년 4회에 걸쳐 게재

5) 추진실적

연번 일시 내용 장소 비고

1
2013.
11.19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개최

-주제 : 시민사회 자발적 부분의 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동경

2
2011. 
1. 18. 

비영리강좌①
「시민공익세제」 도입의 의의와 과제

동경

3
2010. 
6. 24.

비영리강좌②
「새로운 공공」을 둘러싼 움직임과 NPO의 입장

동경

4
2009. 

10. 30. 

동아시아 시민사회포럼
- 주제 : 동북아 3국의 자원봉사와NGO NPㅒ

협력체계 구축
동경

한중일 3국
대표 참석

5
2009. 
8. 13. 

비영리강좌③
민영화시대의 고령자 케어의 행방, 비영리와 영
리의 경계선을 찾다

동경

6
2009. 
2. 17. 

비영리강좌④
10살이 된 NPO법 - 개정요망의 방향과 그 내용

7
2008. 
9. 2. 

동아시아 교류 이벤트 한일 사회공헌 심포지움
- 주제 : 기업인의 볼런티어 활동은 지금

동경

ⅩⅤ 성과

1. 한․중․일 민간 자원봉사 네트워크 협력방안을 구축하여 한국·일본·중국의 자

원봉사 대표단체 민간 교두보 마련

2. 향후 한․중․일 민간 자원봉사계 국제적 안목과 트랜드를 공유하고, 연대․협력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정례화

 

【1】메인세미나 

ⅩⅥ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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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조강연_김경동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중국 기조강연_ Huang Haoming 

(칭화대학교 교수·CANGO 부이사장)

  

    일본 기조강연_Simada Minako       

 (공익재단법인‘가오’ 상무이사 겸 사무국장)
 한국발제1_이화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한국발제2_ 탁지선 (삼성사회봉사단 과장)    중국발제1_Zuo Guojie (텐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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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제2_Zhang Wangcheng 

     (베이징대학교 사범교수)

일본발제1_ Tajiri Yosifumi

 (Japan NPO센터 상무이사)

      일본발제2_AOOKen                         

    (The Toyota foundation 국제조성그룹리더)     

 특강 _ 이제훈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어린이재단회장)

 특별보고1(중국)_ Zhou Yan         

         (JICA China 부소장)   

   특별보고2(한국)_ 박종민

 (KOICA World Friends Korea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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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중국관계자 코이카방문

종합토론 단체사진

【2】사전행사 (환영만찬)

【3】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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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방문

【4】공식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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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현수막

메인 배너

자료집 초청장 프로그램지

ⅩⅦ 각종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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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소속 직함

대회장 장석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집행위원장 안양호 한국자원봉사포럼 수석부회장

자문위원 이창호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집행위원

황의옥 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시태봉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전을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양유진 전주시청자치행정과 자원봉사담당

구자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조현기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사무관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실장

홍성호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전종숙 한국자원봉사포럼·한국자원봉사학회 운영위원〮 
이사

이해숙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사 이사

신정애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

ⅩⅧ 집행위원회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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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및 직함

1 박문희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간사

2 김민정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대리

3 강   순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사무차장

4 윤장용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이사장

5 김범수 WashingtonGlobalUniversity한국어과 교수

6 김세일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7 박인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8 이윤아 강남구자원봉사센터팀장

9 이화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10 원순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대표 

11 송민경 경기대학교부교수

12 이주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과장

13 손주희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14 이경아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5 임민주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사원

16 이경훈 군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7 오승권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8 양경님 남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19 임미남 남원시자원봉사센터전산 코디네이터

20 김용철 무주군자원봉사센터

21 전광현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대표이사

22 김주석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

23 윤정숙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

24 조영진 사단법인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사무총장

25 송선숙 사단법인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26 이상주 상록봉사단(공무원연금공단)고객지원실  실장

27 김화생 상록봉사단(공무원연금공단)고객지원실  차장

28 구진영 서산시자원봉사센터팀장

29 윤상명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간호 6급

30 박윤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31 김아영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조직지원부

32 김인영 서울중구자원봉사센터 팀장

33 주정숙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감사 

34 이승영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35 이주현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수석부이사장

36 이제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

37 윤세훈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대리

38 이경묵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팀장

39 이원근 순천제일대학교사회봉사단장 교수

XⅨ 한국인참가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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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리은주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41 박두준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

42 황현주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선임팀원

43 박광식 안산시자원봉사 센터장

44 김윤환 연성동자원봉사자협의회회장

45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46 이성덕 월곶동자원봉사자협의회회장

47 오현희 익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담당

48 최태정 익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49 서연석 익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팀장

50 이순종 지평선 FM미디어포럼

51 최경수 지평선FM미디어포럼

52 구훈회 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53 차준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리

54 구레지나 파주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 팀원

55 김슬기 파주시자원봉사센터청소년사업팀 팀원

56 엄재훈 평창읍 자원봉사코치

57 최명순 평창읍꼬B7봉사단

58 권효영 평창읍자원봉사코치

59 여운기 평창읍필섹소폰

60 최용헌 평창읍새평창로타리클럽

61 이은희 평창읍나눔회

62 강미영 평창읍자원봉사코치

63 김금숙 평창읍대한적십자평창봉사회

64 전정자 평창읍통역봉사단

65 변종배 평창읍통역봉사단

66 안숙현 미탄면여성의용소방대

67 윤석훈 방림면자율방범대

68 신종익 방림면자원봉사코치

69 최금옥 방림면새마을부녀회

70 김성경 방림면통역봉사단

71 박의식 방림면통역봉사단

72 안순자 방림면여성의용소방대

73 이경미 대화면자원봉사코치

74 홍재영 평창군새마을협의회

75 서순복 대한적십자봉평봉사회

76 이은미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77 김성태 콩깍지봉사단

78 최현일 평찬군 재난통신지원단

79 손혜원 봉평면자원봉사코치

80 민종일 봉평면통역봉사단

81 이종인 봉평면통역봉사단

82 이희우 장평새마을부녀회

83 김혜숙 용평면자원봉사코치

84 김동숙 용평면자원봉사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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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명순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여성회

86 심미경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여성회

87 남미라 용평면통역봉사단

88 최해숙 용평면자원봉사코치

89 김옥희 용평면솔내음회

90 원영숙 진부면새마을부녀회

91 박은미 진부면자원봉사코치

92 강효병 진부면오대산자율방범대

93 김종선 진부면청송청년회

94 박종필 진부면자원봉사코치

95 정욱화 자원봉사센터센터장

96 함근녕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

97 이윤경 한국자원복지재단 간사

98 이연 한국자원복지재단복지센터장

99 신점심 한국자원복지재단사무국장

100 김희경 한국자원복지재단 사무총장

101 황대영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사 

102 문유미 한국자원봉사포럼운영위원

103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실장

104 이해숙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차장

105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106 구자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07 김창숙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일본어번역봉사자

108 정영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팀원

109 최지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팀원

110 김명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팀장

111 권명남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고운손봉사단 회장

112 오영희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무국장

113 편근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차봉이봉사단 회장

114 이승미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기획홍보팀 

115 서수경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자원관리팀 사원

116 박연경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팀 대리 

117  김갑재 환경과복지를생각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118 지순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119 김용석 천안시자원봉사센터장

120 신홍현 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121 김동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122 김대경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123 윤주문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장

124 이창구 논산시자원봉사센터장

125 김봉운 당진시자원봉사센터장

126 허덕용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장

127 백세기 서천군 자원봉사센터장

128 임수만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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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동춘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장

130 이송희 예산군자원봉사센터장

131 문병호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 

132 한성심  한국자원봉사포럼 운영위원 

133 이은승 남서울대교수 

134 손주열 전신한은행본부장

135 이영숙 서울꽃동네사랑의 집 사무국장

136 김대중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팀장

137 강이석 장기려박사기념사업회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사무총장

138 조범상 상록자원봉사단(공무원연금공단)전북지부
지부장

139 김중석 상록자원봉사단(공무원연금공단)전북지부
과장

140 문승우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141 김윤경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팀장

142 노유진 중앙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 과장 

143 신동재 중아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 소장

144 박지란 각당복지재단 실장

145 백영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