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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사업 결과보고서

제24차 IAVE 멕시코세계대회 참가 



* 본문서는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 근거)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6년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의 <결과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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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제24차 IAVE 멕시코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주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 행정자치부

참가기관

한국자원봉사문화(2), 초록우산어린이재단(1), 

한국자원봉사학회(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1), 서울시자원봉사센터(2), 

비비비코리아(1), 굿네이버스(1)
참가자 수 12명 

사업유형 국제교류사업

사업지역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사업기간 2016년 3월 ~ 2016년 12월

사업목적

자원봉사 국제교류활성화

-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적 소통과 영향력 제고

- 국내 자원봉사문화의 질적 제고

사업성과

- 한국참가자 12명 모집 및 인솔

- 국제대회발표: 3명 발표

- IAVE 국가대표회의 참석(한국자원봉사협의회)

- 국가자원봉사센터네트워크 세미나 참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사전워크숍2회 개최를 통한 국제자원봉사 동향연구

- 참가 비디오 제작 및 공유

- 결과보고서: 참가자별 개별보고서, 전체보고서
참가대회 제24차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세계대회

대회통계 55개국 1,100명 참가

평가방식
질적평가

(참가자 평가회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체평가 등)

사업근거 및 

지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4조, 제 17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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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배경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IAVE(세계자원봉사자협의회)의 한국대표단체로서 

격년제로 진행되는 세계대회와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참가단을 인솔하여 
참가하는 것을 국제교류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진행해 왔음

  - 2014년에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제23차 IAVE 세계대회에 참가단 
23명을 인솔하여 참석함.

  - 2015년에는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IAVE 아태
지역대회가 주최국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동 기간에 진행된 휴스턴 
전미대회 참가로 사업을 전격 변경하여 한국대표단 13명을 인솔하여 자
원봉사대회에 참가

  - 2016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24회 세계대회에 한국인 참가단 25명
을 모집 인솔하여 참가.

 
 ❍ 사업목적
  - 자원봉사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정보 유입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필요성
  - 자원봉사계의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킹의 확대가 필요
  - 대회 발표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시민사회리더를 양성하는 기회 마련
  -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강화 및 성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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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세부 내용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조사 대회본부 홈페이지 자료 검토 

참가자 모집 안내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참가비 지원자 선정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 후 공지 

참가자 대회 등록 접수 참가자 대회 등록 온라인 접수  

사전워크숍 회
멕시코 자원봉사컨퍼런스 소개 및 설명

참가단 조별구성 및 역할분담 

대회참가 멕시코시티 

사후 평가회의
기조연설 및 전체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참가 소감 및 평가  

참가 결과 보고서 제작 결과보고서 제작 

성과보고회 성과보고회 개최

사업보고 정산 및 추진실적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추진실적 보고 완료 

2.  추진일정

3.  사업성과

 ❍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 관리자들의 참가로 기관 및 개인의 역량강화에 유
익한 기회 제공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모집 선발한 12명을 포함하여 총25명이 이번 대
회에 한국참가단으로 참석하였으며, 3명의 발표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발표하였음

   - 자원봉사의 트렌드 및 의미에 대해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
며, 각 기관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 참가였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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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원봉사 핫이슈를 접할 수 있는 기회
   - 주제: Volunteering for social change(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 3번의 기조강연, 5번의 포럼, 100여개의 브레이크아웃세션으로 진행
   - 현장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자원

봉사활동 참여

 ❍ 각 참석자들에게 컨퍼런스 기간 내 역할(세션기록,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등)을 부여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토록 함

 ❍ 인정 보상 차원의 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실무자 중심의 참가단 선발로 현
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 평가회의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않은 자원봉사 단체 

또는 기관과 컨퍼런스 내용 및 운영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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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

1.  추진성과

1) 참가자 및 지원자 선정
  ○ 발표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6. 3. 22. ~ 2016. 4. 4. 
   - 방식: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 참가비 지원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6. 6. 20. ~ 7. 20.
   - 방식: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공문 발송 
  ○ 일반참가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6. 6. 20. ~ 7. 20.
   - 방식: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공문 발송 
  ○ 발표자 및 참가비 지원자 선정 
   - 날짜: (발표자) 2016. 4.4/(참가자) 2016. 7. 29
   - 방식: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

2) 여행사 선정
 ○ 공고 및 접수기간: 10. 17~ 10. 24
 ○ 선정방식: 신청 자격을 갖춘 관련 업체의 신청 및 제안 설명 후 증빙자료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업체선정 
 ○ 선정업체: (주) 롯데 JTBC
 ○ 선정날짜: 2016. 10. 26(수)

3) 사전워크숍 실시(2회)
 ○ 제1차 사전워크숍 
  - 일시: 2016. 10. 11. 16:00~17:30
  - 장소; 동산빌딩 4층
  - 참가자: 대회참가자 12명 
  - 내용: IAVE 소개 및 제 24차 세계대회 안내, 한국발표자 요약발표, 참가

자 조별구성 및 역할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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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20`) 일정안내 및 참가가 인사 

16:20~17:10(50`)

전체일정 안내
컨퍼런스 프로그램 안내

한국발표자 주제 및 내용 간략소개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17:10~17:30(20`) 질의응답

10:00~10:10(10`) 일정안내 및 참가자 인사 

10:10~11:00(50`)

전체일정 안내
컨퍼런스 프로그램 안내
(세션일정 및 변경사항)

보고서 작성 안내
11:00~11:30(30`) 질의응답 및 조별모임 

 - 진행순서

 ○ 제2차 사전워크숍
  - 일시: 2016. 11. 1. 10:00~11:30 
  - 장소; 동산빌딩 4층
  - 참가자: 대회참가자 12명 
  - 내용: 제24차 IAVE 세계대회 전체 발표번역자료 요약 브리핑, 대회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희망 세션배정 등  
  - 진행순서

4) 대회참가
 ○ 일시: 2016. 11.7(월)~10(목)
    (* 청소년대회: 11.3(목)~11.5(토))
 ○ 장소: 멕시코시티
 ○ 주최: CEMEFI
 ○ 대회규모: 전세계 55개국 1,100명 등 자원봉사 관계자 
 ○ 한국참가단: 한봉협 인솔 12명 포함 27명 참가
 ○ 참가일정: 대회참가,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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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개최

- 1970년을 기점으로 격년 세계대회 개최
- 2002년 제17차 세계대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 2012년 제22차 IAVE 세계대회 영국 런던에서 개최
- 2014년 9월 제23차 세계대회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 
- 2016년 11월 제24차 세계대회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지역대회 개최

-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격년으로 IAVE 지역
  대회 개최
- 1997년과 2011년에는 IAVE 아태지역자원봉사대회를 
  대한민국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개최

2.  대회참가 세부내용

5) 사후 평가회의
＊세부내용 첨부1. 사후평가회의자료 참조
○ 일시: 2016. 11. 21(월) 16:00~18:00
○ 장소: 센트럴프라자 3층
○ 참가자: 대회참가자 전원
○ 내용: 대회 동영상 감상, 전체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참가소감 및 
         평가 등 

6) 결과보고서 제작 및 사업완료
○ 결과보고서 제작배포 및 사업완료

 
1) IAVE 기관 개요

 ○ IAVE 소개
   - 전세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70개 이상의 회원국과 네트워크구축
   - UN ECOSOC(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자문 및 UN 공보부 연계
   - 유럽연합 NGO 회원

  ○ IAVE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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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마카오에서 IAVE 아태지역대회 개최
-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아태지역 대회 개최예정

뉴스레터 및 
각종간행물 

발행 기업 및 
자원봉사 연구

- E-IAVE, Y-IAVE(청소년) 등 정기뉴스레터 및 
  각종 간행물 발행
- 글로벌 기업, 자원봉사관련 연구 및 정보보급

그 외 사업

- 자원봉사센터 설립지원
- NGO 단체들과 다양한 조직들 간 파트너십 구축
- 네트워크 개발
- 전세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 자원봉사활동 가치옹호 

2) IAVE 대회 연혁

 ○　IAVE 대회
   - 1970년 이래 2년에 한번 세계자원봉사대회 개최. 
   - IAVE 대회는 대륙별로 번갈아 개최되며,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발표자와 

세계 각국의 청중이 참석하는 국제대회 
   - 2001년(UN 자원봉사의 해)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IAVE 세계자원봉사

대회에서 세계자원봉사 선언문 채택
   - 현재 IAVE는 세계자원봉사의 변화를 추구하고, 자원봉사 개발을 위한 
     리더십 구축, 전략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AVE 대회 목적
   - 세계흐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회에서 도출된 실천과제를 전 세계자원봉사자들이 공통실천과제로 인

식할 수 있도록 유도
   - 본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력하고 축하하며, 상호 배움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
   - 본 대회를 통해 정책가, 전문가,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고 

풀뿌리 자원봉사자들의 교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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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연도 개최지
제1차 1970 미국
제2차 1972 필리핀
제3차 1974 케냐
제4차 1976 미국
제5차 1978 터키
제6차 1980 스위스
제7차 1982 영국
제8차 1984 콜롬비아
제9차 1986 호주
제10차 1988 미국
제11차 1990 프랑스
제12차 1992 아르헨티나
제13차 1994 일본
제14차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5차 1998 캐나다
제16차 2001 네덜란드
제17차 2002 서울
제18차 2004 스페인
제19차 2006 인도
제20차 2008 파나마
제21차 2011 싱가포르
제22차 2012 영국
제23차 2014 호주
제24차 2016 멕시코

◆ 대주제: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 일  시: 2016년 11월 7일~ 10일
◆ 장  소: 멕시코시티 

  ○　IAVE 세계대회 연혁

3) 멕시코 세계대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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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 주제: 

  1)　Measuring the Value of Volunteering　(자원봉사가치의 평가)
  2) Building Sustainable, Beneficial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자원봉사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국가리더십)
  3) Pro Bono and Skills 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와 기술기반 자원봉사)
  4) Volunteering in a World of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재난재해 및 인간이 만든 재해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5) The Role of Governments as Leaders for Volunteering
     (자원봉사리더로서 정부의 역할)
  6) Educational Institutions as Leaders for Volunteering
     (자원봉사리더로서 교육기관의 역할)
  7) Increasing NGO Capacity for Effective Volunteer Engagement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NGO 역량강화)
  8) Volunteer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자원봉사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9) Current Issues in Research on Volunteering
     (자원봉사 이슈 연구)
  10) Volunteering, Advocacy and Activism
      (자원봉사, 옹호 그리고 실천)
  11) Volunteering as a Step Toward Paid Employment.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12) Everyone Can Volunteer – If We Let Them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13)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Corporate Volunteering
      (기업자원봉사의 미래에 대한 관점)
  14) The New Faces of Volunteering in the Digital Age
      (디지털시대와 자원봉사)
  15) Responding to the crisis of human movement, refuges, 

displaced   
      people and migrants (난민과 이주민 위기대처방안)
  16) Good Deed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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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소속

1 이경화 (사)한국자원봉사문화

2 정성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3 김성준 한국자원봉사학회

4 김동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5 강기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6 정희선 (사)한국자원봉사문화

7 김미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8 박지훈 (사)비비비 코리아

9 오창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 김봉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1 전홍수 굿네이버스

12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멕시코세계대회 프로그램 일정

11월 7일 월요일 11월 8일 화요일 11월 9일 수요일 11월 10일 목요일

08:00~
16:00

자원봉사
현장활동

08:00~
09:30

브레이크아웃
세션

08:30~
10:00

브레이크아웃 
세션

08:30~
10:00

브레이크아웃 
세션

10:00~
12:00 식전 행사 10:00~

12:00 기조강연Ⅱ 10:00~
12:00 기조강연Ⅲ

12:00~
13:30 기조강연Ⅰ 12:00~

12:30 휴식 12:00~
12:30 휴식

13:30~
15:00 점심 12:30~

13:30 포럼Ⅱ 12:30~
13:30 포럼Ⅲ

15:00~
16:00 포럼Ⅰ 13:30~

15:00 점심 13:30~
15:00 점심

16:00~
16:30 휴식 15:00~

16:30
브레이크아웃

세션
15:00~
16:00 폐회식

16;30~
18:00

브레이크아웃 
세션

16:30~
17:00 휴식

18:00~
20:00

오프닝
리셉션 18:30~

21:00 문화의 밤

17:00~
18:00

IAVE 
회원미팅

18:30~
21:00 문화의 밤

 ○ 멕시코대회 참가자  



- 15 -

[민속예술박물관 부관장 강연]
María luisa arango / 민속예술박물관 부관장
화학자 출신으로 6년전 Cemefi 의장을 역임함

4) 대회 프로그램 요약

□ 개회식
Susan Barnetche(AMEVOL 대표)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활동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주변
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기
를 바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지역사회와 공
유해주기를 바란다. 

Kylee Bates(IAVE 회장) 
이번 멕시코 대회에 전체 11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했고, 55개국 500여
명의 해외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위해 멕시코에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17개가 
넘는 국내외 단체가 진행을 도와주고 있고, 이를 통해 3일 동안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참가자 모두가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좋은 경험을 나누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자원봉사 활동 현장
 
(1) Cultural Tour at the Folk Art Museum

WTC(World Trade Center in Mexico city)에 09시에 집결하여 등록을 진행
하고 조별로 등록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버스에 탑승함. 민속박물관 팀
은 10:00시에 버스에 탑승하여 11시에 박물관에 도착함. 11시에 도착하여 2개
의 조로 구분하여 박물관 투어를 진행함. 박물관은 Popular Art Museum 
(MAP:멕시코 전통문화 관련 박물관)으로 MAP 가이드가 섹션별 전시품에 대
해 설명하면서 멕시코 역사 및 문화에 대해 부연설명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멕시코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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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이집트계 멕시칸인 ms. Arango를 주축
으로 멕시코 토산품과 그 예술적 가치를 보존 하고자 박물관 설립 기획

▸ 멕시코시티로부터 옛 소방서 건물을 공여 받고 연방정부 및 민간의 후원을 기반으로 자금 마
련. 현재 까지도 시 정부, 연방 정부, 자체 후원 등 3자간 재원 마련 시스템 유지

▸ 자체 후원 사업으로는 헌 옷 바자회, 연말 디너쇼, food festival, 망자의 날 퍼레이
드 등이 있음

▸ give의 개념은 어린 시절부터 받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교
육 되며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장의 일부분이 됨. 

▸ 자원봉사의 영역에 청년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부 보조와 의제 
개발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나와 함께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시간 속에 지속된다.

 
- 일정: 11월 7일 오전 9시반 - 오후 1시 
- 장소: CHAPULTEPEC 공원 안 TOMAYO ART 박물관 뒤쪽.
- 행사 참여: 한국 대표단 7명 포함 총 참석 인원 40명.

(2) Group MODELO 기업자원봉사 활동
 
  - 차풀테펙(성) 공원에서 기업공헌활동 체험 :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Modelo 기업에서 차풀테팩 공원에 나무심기 및 퇴비, 거름주기 등 공원 녹지
화 프로그램에 참가함.

  - Modelo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맥주 제조 회사로 3개월에 한번 씩 
기업공헌 활동 체험을 주관하고 있음. 

  - 12월3일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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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Jacqueline Butcher. PhD
(Director, Centreo de Investigacion y Estudios sobre Sociedad Civil)

-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 통계기준에 의하면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직접 참

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멕시코 자원봉사를 살펴보기 위해 ILO 와 같은 기준
으로 조사된 보고서(ENSAV)를 바탕으로 발표하고자함. 

▸ENSAV는 2016년 멕시코의 자원봉사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3개 활동을 바탕으
로 총 세분야로 나누어 조사함- 구제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멕시코자원봉사현황은 2016년 86%로 2012년 76%보다 증가하였음
▸성별기준으로 남85%, 여8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자원봉사활동참여유형은 개별자원봉사가 29%, 친구 및 이웃과 함께한 
  자원봉사비율이 25%,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가 45%를 차지함

- 행사 진행: MODELO 재단 측 자원 봉사자 10 명 
- 프로그램: 
▸ 총 300그루의 묘목 심기 
▸ 구덩이를 파기,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으기, 묘목세우기, 흙 밟아주기
▸ 휴식 및 간식
▸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큰 나무 주위 땅 일구기
 

□ 기조강연

(1) 주제: 멕시코의 자원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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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횟수의 경우 1회에서 12회가 가장 높은 60%를 차지했으며, 이들 평균
은 8.4회임

▸2016년 멕시코 자원봉사의 유의미한 결과는 자원봉사의 경제적가치는 
437억페소/ 기부현황은 국민 일인당 554페소를 기부하였고, 총 27.5억 페소를 
기부하였음 

▸자원봉사참여지역은 도시보다(15%)는 남부지역(25.5%)이 높으며, 평균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323시간이었음  

- 강연자: Kumi Naidoo
  (Launch Director, 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

- 주요내용:
▸ 시민사회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심각한 갈등과 논쟁에서의 평화유지 
 : 젊은 세대와 구세대와의 마찰
 : 세대 안에서의 갈등- 브렉시트, 아랍의 봄, 오바마 기후변화정책
: 젊은 세대의 SNS에서의 소통으로 인해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     
▸ 평화적 사회저항을 위한 필요
 :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음
   - 노예해방, 식민제도철폐, 여성인권향상, 흑인차별정책
 : 단순한 로비와 활동으로 사회저항은 시작될 수 없음
 : 시민사회는 비즈니스적 접근으로 사회저항을 완성할 수 있음
 : 비판적 사고는 시민사회의 저항의 힘을 키울 수 있음
 : 고통과 희생 없이는 사회저항의 승리를 얻을 수 없음
▸ NGO와 시민사회의 변화   
 :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방법은 구시대적인 방법: 탄원, 서명 등 
 : 정부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좌지우지되고 있음
 :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사회에 의존한 자원봉사활동이 되어야함  

(2) 주제: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리고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의 자원봉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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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 주요내용: 
 ▸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행하고 있음. 전쟁, 기근, 분쟁, 난민 문제 등
 ▸ 이런 문제들 중 한 원인으론 정부의 문제도 있음.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 등
 ▸ 다수의 젊은이들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거리 시위 진행 
 ▸ 보통사람들의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활동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말자'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고 있음
 ▸ 누군가는 행동하고, 누군가는 불의에 대응해야함

- 강연자: Migel A. Laporta
  (Head of Corporate Sustainability, HSBC Mexico and LAM)

- 주요내용: 
▸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HSBC 활동 소개 
  : 전체 직원 중 17% 자원봉사활동 참여 중 
  : 매년 200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60개의 재단과 파트너 협약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 개인/법인 고객들도 HSBC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중 
  : 기업체의 경우 주로 전기회사, 전력회사, 네트워크 회사 등이 주요 후원자
  : 연령별 분포 : 15~29세(38%), 30~49세(42,5%), 50세 이상(19.3%) 
  : 멕시코 인구 참여율 : 2012년 75% → 2016년 87% 변동

- 강연자: (Beth Veihmeyer)
  Co-founder, KPMG Family Program for Literacy 
- 주요내용:
  : KPMG Family Program for Literacy  
  : 아동도서 공급 및 독서프로그램 진행 
  : 인도, 남아공, 케냐, 네덜란드,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활동 중 
  : 단순한 도서지원이 아닌 어린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주 목적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맹퇴치 운동 글로벌화

(3) 주제: 영향력과 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기업자원봉사 

(4) 주제: 변화를 만드는, 도전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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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80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치 종교 인종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음
 ▸ 오직 인권을 위해서만 활동
 ▸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세계에 빛을 주고자 함 

▸ 발표자 : Jordi Llopart, UN Development Program(UNDP)
서로를 믿고 협력한다면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
헌과 자원봉사 영역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룰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텔레포니카
회사, 멕시코 HSBC가 상호협력하여 SDGs 영역과 협력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발표자 :  Martha Herrera, Direct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EMEX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
었다. 그러나 최근에 SDGs를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서 NGO
와의 협력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은 내적인 성장을 이
룬 후에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강연자: Kaynan Rabino, CEO, Good Deeds Day
- 주요내용:
▸이스라엘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홍보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고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
▸세계적인 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황도 참여하기 시작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고 재미가 없을 거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음
▸1년에 하루는 자원봉사를 하자는 캠페인. 
▸7천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4년 후 부터 미국에서도 활동을 시작
▸여러 단체들이 하루에 함께 활동하는 행사를 진행. 

□ 포럼요약

- 11월8일(화) 
(1) 주제: Volunteer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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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SDGs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의 사례로 누에보레온주와 시맥스와 협
력정책을 만들었다. 2030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웠다. 대학교와 사회단체 회사 
주정부 등과 여러 가지 섹터와 함께 1년 반 동안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15
명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식량문제, 기근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정책 테마이다.
SDGs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누에보레온주에서 시작되지만 이와 같
은 시작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

▸ 발표자 :  Lorena Vazquez Ordaz, Director, The Hunger Project, Mexico
헝거 프로젝트 멕시코 내에 있는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소득계층
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헝커 프로젝트는 
24개국에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제성장
이 아닌 기근해결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자와 기근을 겪고 있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을 헝
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원리는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
서의 역할). 인생에서 성공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 서
명(기부)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도움을 준 사람
이 더 높은 가치를 받아갈 수 있다. 헝거 프로젝트 자체는 파트너십을 유도하
는 것이 목적이다. 헝거 프로젝트 자체는 민,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참여를 해
야 한다.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예를 들면 SDGs처럼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만들어진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헝거 프로젝트에
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지역마다 각각 자원을 활용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자체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 
가난을 해결하는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성향 자체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헝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지역 커뮤니티
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표자: Daniel del Rio, President, Bara Mexicana Colegio de Abogaods
 - 하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생

(2) 주제: Pro bono and Skills Based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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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Emily Holthaus, National Social Responsibility, YMCA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조직
- 남을 도와줘야한다는 자원봉사 문화가 있음
- 커뮤니티 니즈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구성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때 

인종,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
되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 발표자: Maria Teresa Perales, Paralympic Gold Medalist
-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 것
-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 나의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었음
- 출신, 성별, 외모,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발표자: Junta de Asistencia Privada del Distrito Federal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 봉사자들은 관리하는 수준에 따라 활동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
- 멕시코에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 Q&A 내용정리

각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
 

▸발표자:  Rebecca Wang. Senior Manager. HP enterprise
   - 기업봉사활동 책임자로서 적합한 파트너 NGO 기관을 찾는 것이 숙제 
   - 기업봉사활동의 적합한 NGO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은 프로그램 성과
     (outcome)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다.
   - 특히 HP기업 특성상 IT 관련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활발
 
▸ 발표자: Gisela Noble, CEO Walmart Foundation
   - 멕시코 월마트에서만 45,000명의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전체직원 45%) 
   -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11월9일(수) 
(1) 주제: Everyone can Volunteer - If We le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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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는 도

움 받은 사람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
요

- 기술을 배워서 하는 봉사활동은 참여자 스스로의 자기개발이 될 수 있음

 ▸ 발표자 : Diane Solinger, Director, Goolersgive, Google 
구글 자원봉사 협회로, 자원봉사 캠페인, 교육, 기부활동을 주관함. 
전세계 300명의 직원들이 봉사활동 내용, 봉사일감, 개발, 계획, 
연구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발표자 : Juan Carlos Uriarte, President, Group ADO
멕시코 고속버스회사로,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2005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노인/여성/환경/안전교육 분야에서 직원들이 자원봉사
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교육, 건강, 주택 관련 프로그램도 진
행 중임. 특히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까지 마칠 
수 있는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음.

▸ 발표자 : Alexandra van der Ploeg, Program Director, SAP
아이티에서 개인 봉사활동 참여를 계기로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음.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예산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서로가 연계하는 협업이 필
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원봉사는 참여 자체로 중요하며, 기업의 자원봉사는 진
정한 가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프로보노 사업은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Q&A 내용정리]
· 기업 자원봉사의 단점으로 일반 자원봉사 시스템에 얹혀가는 경향이 있음
· 지원과 보조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판단하면 안되며, 지원보다는 영향력 

있는 NGO와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것
· NGO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 내부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전부 긍정적이지 않기에 유연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
· 기업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을 위해서는 CEO의 역할과 
  마인드가 매우 중요함.(Alexandra van der Ploeg)
·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목표설정(자원낭비 방지)이 필요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더 좋은 회사와 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함.
  (Juan Carlos Uriarte)

(2) 주제: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Corporate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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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재능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을 세워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해야함. 
또한, 향후 미래시대에는 경쟁사(예: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력문제 또한 미래 기업
자원봉사의 역할이며, 개인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음.(Diane Solinger)

·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봉사활동 참여와 유도가 필요함.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해야 함.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전파와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
통합을 추진해야함. 자원봉사는 전 세계인이 다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핵심가치임을 명심해야 함. (Alexandra van der Ploeg)

· 향후 디지털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은?
→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봉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
   (Juan Carlos Uriarte)
→ 자원봉사에 대한 친 도를 높일 수 있으며, 컴퓨터 앞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Diane Solinger)
→ 디지털 자원봉사와 현실의 자원봉사의 괴리감을 극복해야 하며,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Alexandra van der Ploeg)

▸ 발표자: Marcela Cristo, Director of Sustainabliity Foundation and Modelo
- 멕시코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듬. 멕시코는 도로교통 상황이 최악이

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정부와 대학, 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정부, 사회가 움직이니 풀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의식을 갖고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도록 하는 것이다. 

▸ 발표자: Roberto Delgado, General Director, General Director, Group JB 
and Mundo Cuervo
-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적인 동의(agreement)를 도출해 내

는 것이 중요. 그 이후에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발표자: Alberto Pacheco, General Coordinator, Federacion Mexicana de 
Asociaciones de Amigos de los Museos
- 멕시코의 5개의 박물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발표자는 파트너십에 중요

한 것은 MOU 등을 작성함으로써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

(3) 주제: Partnering for a Better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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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Jorge Villaobos, Executive President, Cemefi 
 - CEMEFI 설립동기 : 자원봉사의 가치, 미덕, 의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CEMEFI 설립
 - 1주일에 1시간 봉사, 수입의 1% 후원 등의 캠페인 활동 전개 
 - 자원봉사 포털 구축 – 전문 자원봉사자 채용에 효과적 
 - 청년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   

▸ 발표자: Yoonae Park, Regional Representative for Asia Pacitic 
 - Volunteer Story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일반기업과 NGO/사회적기업 간의 매칭 사업 실시 
 - 난지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바꾼 사례 공유 
 - NGO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NGO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 
 - 풀뿌리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발표자: Mara Basanovic, CEO, Volunteering Queensland
 - 기관명 : Volunteering Queensland(https://volunteeringqld.org.au)
   “자원봉사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하 
    자발적으로 바쳐진 시간이다.”
 - 호주의 8가지 자원봉사 표준 소개 
  1) Leadership and Management
  2) Commitment to volunteer involvement
  3) Volunteers Roles
  4) Recruitment and selection

다고 함. 

▸ 발표자: Nancy Wildfeir-Field, President, GBC Health 
- 좋은 파트너십이 있으려면 신뢰할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국 중요하다

고 역설. 믿을만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고 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은 돈과 
기술에 달려있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가 중요하며, 책임감 있는 리더
십이 필요하다고 함

- 11월10일(목) 
(1) 주제: Increasing NGO Capacity for Effective Volunte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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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upport and development
  6) Workplace Safety and Wellbeing
  7) Volunteer Recognition
  8) Quality Manage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 발표자: Eugen Baldas, Vice President IAVE
- IAVE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Eugen은 2016년 사회적 관계, 일, 자원 봉사에 

대한 SNS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유럽 대학 내에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유럽지역 대학생들은 새로운 기술 즉 SNS 미디어의 역할로 자원봉사
의 범위와 역할이 확장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즉각적인(immediately) 자원봉사 모집 및 활동이 가능
한 점과 활동한 자원봉사의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누적되는 빅 데이터(Big 
Data)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발표자: Diana Valeia Mar Corral, CSR Cordinator, Modelo
-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과학을 공부하고 현재 Modelo그룹의 CSR파트를 담

당하고 있는 그녀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의 발전, 홍보방안, 사회적 
소통전략과 SNS 미디어로 구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들이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더욱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발표자: Anita Ramachandran, Director, MercyCorps
- MicroMentor의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Anita는 Corral의 의견에 적극 동의

했다. 새로운 기술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원봉사를 이끌어온다고 주장했
다. 자신의 회사인 MicroMemtor의 예를 들은 그녀는 자원봉사에 참여시키
는 것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봉사는 이제 지역일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Q&A 내용정리]
  Q. 새로운 기술들의 보통 만나지 않고 웹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향이 
     결국 자원봉사에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A. (Anita) 새로운 기술들의 예로 SNS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2) 주제: The New Faces of Volunteering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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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이다. 홍보 또는 모집으로 이 도구를 사용한다 
     면 시공간을 초월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Diana)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실제 생활에 가치를 불어 넣는 자원봉사가 가능해야 한다. 현실은 어 
     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액션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 
     기 때문이다.
   (Eugen) 프랑스의 어느 먼 시골의 예가 있다. 자원봉사의 모델이다. 매 
     우 먼 시골지역임에도 새로운 기술로 연계되어 고립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은 장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옳게 사용할 때만 적용된다.

Q.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 자원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 (Anita)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접근하면 그들은 쉽 
    게 동의하고 행동한다.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Diana) 동의한다.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 이 자 
   원 봉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 
   한다.
   (Eugen)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듯 우리도 자원봉사가 잘 되기 위해 다양화 시켜야한다. 

Q. 새로운 기술들은 온라인에만 국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Anita) 그럴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고립된 사람은 더욱 고립되게 할 수 있 
    다. 또한 끼리끼리 뭉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과도한 정보의 이입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 선택의 문제를 만들 것이 
    고, 둘째,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하는 것이 문제
    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콘텐츠와 자극적인 타이틀의 헤드라인은 나쁜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성(integrity)이 있어야 한다. 
 (Diana) Clicktivism 이라는 말이 있다. (행동은 안하고 웹상에서 마우스  click  만 
  한다는 신조어) 이러한 현상은 사람을 고립되게 만든다. 온라인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는 찬성한다. 
 (Eugen) 긍정적 부정적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자원봉사가 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Anita의 말대로 진실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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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평가

1  평가회의 결과보고  

1) 컨퍼런스 진행 및 운영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잘 준비한 것에 감사
- 참석 구성원간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음
- 다양한 기관에서 참가자들이 선정되어 네트워킹의 기회가 되었음  
- 자원봉사 통역자들의 도움이 매우 컸음 
- IAVE 사무국 측에서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유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음
- 각국 스피커의 수준에 맞는 브레이크아웃세션 배정이 요청되며, 
  브레이크아웃세션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함 
- 기조강연, 포럼, 브레이크아웃세션에 대한 사전정보가 아쉬웠음
- 브레이크아웃세션의 80-90%는 기관사례발표였는데, 단순한 사례발표보다는  
  “실패 혹은 성공과정”에 대한 발표였다면 더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 것임
- 현장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음

2) 컨퍼런스에서 얻은 교훈 

-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는 기회였음
- 한국 자원봉사계가 잘하는 분야(예: 개발협력, 플랫폼 등)를 세계 무대에 
  소개하면 좋겠음
- 기록 담당으로써, 컨퍼런스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자원봉사의 개념, 다양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자원봉사와 Citizenship의 관계에 대한 고민 할 수 있는 기회였음 
  (각 국가가 정의하는 Citizenship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
- 한국과 멕시코의 플랫폼 차이: 한국은 전국단위 플랫폼운영/ 
  멕시코는 기관별 맞춤형 플랫폼운영(Modelo)
- 온라인(사이버) 자원봉사의 발전수준이 생각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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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의 접촉이 부족한 온라인 자원봉사의 한계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 세계 자원봉사계의 고민임.
- 한국의 네트워킹은 위원회, 기관중심인 것에 반해, 외국의 네트워킹은 
  아젠다 중심의 실용적 네트워킹
- Modelo 그룹은 “자원봉사는 쉬운 것”이라는 컨셉으로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있었음 
- 한국의 기업자원봉사에 대해 알리고 싶었으나, 언어능력의 부족함으로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  
-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의 보완이 필요함(자원봉사의 가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세계자원봉사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음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음(지역사회의 조직화와  
  자원봉사가 어떻게 연계되어야하는지 고민하게 됨)
- 컨퍼런스 내용 구성상 현장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현장자원봉사 활동시간이 더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음
- 네트워킹을 더 활발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 대학생 자원봉사 운영 시 본인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하는데, 다른 국가 사례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욕구를 직접 찾아서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음   
- 자원봉사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며,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함. 
  보다 쉽게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기업 자원봉사 세션 중심으로 들었는데, 다양한 멕시코 기업 자원봉사 사례 

발표를 통해 직원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뿐 아니
라, 이에 대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자원봉사라는 이슈로 전 세계에서 1,000명이상 모였다는 것에 놀랐음
-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본인이 맡은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고민  
  하였음
- 한국이 기업자원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됨. 
- 한국 참가자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동영상제작을 맡았는데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음
-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음 (기조강연 중 행복은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데 왜 사람들은 안할까란 질문에 도전 받았음)
-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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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제언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음 
- 문화체험시간 유익하였음
- 통역이 매우 유용하였음
-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 많은 사례발표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어 컨퍼런스 참석하였음
-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슈 전달에 있어서 단순하고 강렬한 방법으로 
  전달 되었는데, 한자해 홍보를 위해 단순하고도 강렬한 방법을 고민하게 됨 
- Good Deeds Day와의 연계방법 고려하려함 

❍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사전 숙지 필요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두 차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현지에서 두 명
의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정이 스페
인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한계가 있었음. 

 ❍ 주최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집 뿐 아니라, 대회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대
회 홈페이지 주소 등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자료도 찾고 정보도 익히면서 대
회 참가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성실히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현지에서 기업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현장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다양한 국가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어 향
후 이러한 시간을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여 구성할 필요성 제기

 ❍ 현지 기관방문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기회
도 가지면 좋을 것임  

 ❍ 실제적으로 IAVE를 통해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후 정기적 미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후 진행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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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 참가 후 다양한 방식의 환류 계획을 통해 자료 및 정보 공유 요청됨

 ❍ IAVE 사무국과 컨퍼런스 등록 및 현지 통역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한 부분
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세계대회 및 청소년대회에 한국 참가자들이 대표단의 형식으로 참가하게 
되는 만큼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회에 참가하고 IAVE 사무국에 요청할 부
분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 얻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 있음





【별첨자료 1】  평가회의 자료집

  

   2016년 제24차 IAVE

멕시코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평가회의 자료집

        ▶ 2016. 11. 21(월) 오후 4시~ 6시

▶ 센트럴 프라자 3층(서울역 1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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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진행순서

일정안내 및 참가자 인사 

16:00~16:20(20`)
참가 영상

대회 이모저모
주요 내용 정리

16:20~16:50(30`)
자원봉사 활동 현장 보고

본회의 및 포럼 요약
참가자 평가

16:50~17:50(60`)
참가자 개별 소감

총괄 평가 및 제언

공지사항 안내

17:50~18:00(10`)
보고서 작성 안내

사진 공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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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자료집 목차

Ⅰ. 컨퍼런스 보고
   1. 제24차 IAVE 멕시코대회 개요
   2. 주요 기조강연자 
   3. 자원봉사 현장 활동

Ⅱ. 컨퍼런스 주요내용 
   1. 기조강연 요약
   2. 포럼 요약 

III.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 첨부자료: 
  - Amnesty. Salil Shetty 자료요약
  - Green Peace, Kumi Naidoo 자료요약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미진 발표자료
  -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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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컨퍼런스 보고

날 짜 내 용 

11월7일(월)

- 자원봉사 현장  활동
  1. Popular Art Museum
  2. Public Spaces Recovering/Chapultec Forest
- 환영 리셉션

11월8일(화)

- 개막식
- 기조강연
  :멕시코 자원봉사와 세계의 자원봉사 - SDGs 관점 
- 포럼

11월9일(수)

- IAVE 글로벌기업자원봉사 시상식 
- 기조강연 
  :영향력과 변화의 관점에서 본 기업자원봉사
- 포럼

11월10일(목)

- 기조강연
  :세계의 자원봉사 - 도전과 가능성
- 포럼
- 폐회식  

1. 제24차 IAVE 멕시코대회 개요
  □ 일 시: 2016. 11. 7(월)~10(목)
  □ 장 소: 멕시코시티
  □ 주 최: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멕시코자선단체협의회(CEMEFI)
  □ 대회규모: 55개국 1,100명 참가
  □ 대주제: Volunteering for Social Change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
  □ 대회구성: 3번 기조강연/3번 포럼/5번 브레이크아웃세션
  □ 한국참가단: 27명 
  
  █ 요일별 주요 일정



- 37 -

기조강연자  약력

Bates Kylee
Bates는 현재 IAVE 세계 회장이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다양
한 경험들을 축적하였고, 호주에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운영
되는 기관 중 가장규모가 큰 Mission Australia 대표로써 적
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호주정부의 자원봉사정
책의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하였고, 현재는 “호주내 원주민” 국
가정책 자문위원이다. 2012년 Churchill 연구 장학금을 받았
으며,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Barnetche 
Susana

열정적인 자원봉사자. Cemefi의 이사이며, AMEVAC의 첫 대
표이자 공동대표였다. Volunteer Groups Eagles, IAVE 
Mexico, AMEVOL 그리고 24회 세계자원봉사컨퍼런스 주최
자이기도 하다. 

Manuel Arango

Manuel Arango는 멕시코도매상연합회(오늘날 멕시코 월마
트) 설립자이다. 35년 동안 멕시코시티 등 다양한 도시에서 
부동산사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의 주요관심은 환경
보호, 시민참여에 있으며, 40년 이상 멕시코 내 NGOs들의 성
장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연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멕시코 
내 다양한 NGOs들 - Centro Mexicano para la 
Filantropía, Compartir Fundación Social, Fundación 
Xochitla, Fundación Mexicana para la Educación 
Ambiental and Caracol de Plata를 설립하였다.  환경관련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였고, 1971년도에 Academy Awards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Teresa Perales
Teresa Perales는 4번의 장애인올림픽에서 총 22개의 메달을 
딴 장애인 수영선수이다. 1995년 신경장애로 인해 3개월 만에 
두 다리를 잃었다. 두 다리를 잃은 후 장애인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하였다. 수영선수 외
에, 정치학 선생님, 기업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다. 현재 국경없는 의사회 등 여러 NGOs들을 지원하고 있
을 뿐 아니라, Telefónica Foundation의 홍보대사이기 하다. 

2. 주요 기조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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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i Naidoo
Kumi Naidoo는 현재 아프리카 시민사회 상임대표이며, 불공평, 
부정부패, 민주주의 발전, 기후변화, 빈곤 그리고, 양성평등 등의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그린피스 상임대
표, CIVICUS 단체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그는 350.org 
와 Global Greengrants Fund 이사이며,  Southern African 
Faith Communities Environmental Institute (SAFCEI)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Frank Devlyn
Mortensen

Juarez-Chihuahua/ Mexico 출신이다.  멕시코 출신으로는 두 번
째로 200개국의 3만4천개 클럽의 세계 로터리 회장을 맡았으며 국
내외 기관의 회장과 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재는 Tuberculosis- 
Association, Banamex, Cemefi, Funsalud, General Hospital, 
Juarez-General Hospital, Mexican Cornea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몰타에서 주는 멕시코 상공회의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요르단 대사관 멕시코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5권의 로터리클럽관련 베스트셀러 공동집필자이다. 

Salil Shetty Salil Shetty는 2010년 제8대  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을 역임하였다. 재임기간동안, 빈곤, 사회정의추구, 인권증진운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임명 
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 레니엄 캠페인을 총괄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Action Aid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기
관을 국제 NGOs로 성장시켰다. Salil Shetty는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와 영국 LSE에서 수학하였다. 

Butcher
Jacqueline

Butcher는 lberoamericana 대학에서 인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35년 이상 민간단체 자원봉사분야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 제3섹
터 위원회의 이사대표를 역임하였다. 현재 Mexican Health 
Foundation의 상담자이며, Citizens` Advisory Board 회원이다. 
최근 저서로는 “Mexico Solidario :Participacion ciudadana y 
voluntariado"가 있다.    

Dennis Kathleen Kathleen은 현재 세계 IAVE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IAVE 파크너십, 장기전략, 사무국운영의 총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련 다양한 NGO 대상 컨설팅 업무와 국가 
시민사회 단체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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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washi 
Amanda 

Mulkwashi는 국제개발, 빈곤철폐, 불공평, 불공정해소 관련업무
를 정부기관과 제3섹터에서 담당하였다. 2012년  UNV에서 근
무하기 전 Eastern and Southern Common Market, 유엔 
population Fund, VSO에서 20여년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
다. 아프리카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
고, 현재 여러 기관들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Tracy Hoover
Tracy Hoover는 현재 세계자원봉사 단체 중 가장 큰 Points of 
Light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그녀는 Points of Light에서 사
무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20년 이상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다
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Points of Light 근무 전, 
Hands On Atlanta의 수장으로서, Points of Light와 관련 있는 
개인, 가족, 그룹들이 다양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수장으로 있는 동안 
Hands On Atlanta는 미국의 대표 자원봉사단체로 성장하였으며 
Points of Light 와 2007년 합병된 HandsOn Network의 이사
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서, 여러 단체의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하기도 하였다. 

Fernando 
Suinaga 

Cárdenas

Fernando Suinaga Cárdenas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St. 
Andrew’s College를 졸업하였고, Anahuac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멕시코 Autonomous Technological 
Institute에서 경영학석사를 받았다. 그는 멕시코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행정부, 사법부등의 법적문제에 대한 컨설턴트역
할을 해왔다. 현재 Suinaga & Suinaga 소속 변호사들과 파
트너십을 맺고 20년 이상 국외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Fernando는 2000년에  Cruz Roja Mexicana에 국내
대표직을 자원봉사로 맡고 있으며, 주로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Cruz Roja Mexicana에서 국
내대표로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Rabino Kaynan 

이스라엘의 주요 자원봉사기관인 Ruach Tova의 대표직을 맡
았다. Ruach Tova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
린 자원봉사기관으로 성장시켰고, 특히 이스라엘 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07년 Good 
Deeds Day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이후 전세계적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Vision Ventures의 부대표로 있
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미션 해결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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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예술박물관 부관장 강연]
María luisa arango / 민속예술박물관 부관장
화학자 출신으로 6년전 Cemefi 의장을 역임함
▸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이집트계 멕시칸인 ms. Arango 
를 주축으로 멕시코 토산품과 그 예술적 가치를 보존 하고자 박물관 설립 기획
▸멕시코시티로부터 옛 소방서 건물을 공여 받고 연방정부 및 민간의 후원을 기반으로 자
금 마련. 현재 까지도 시 정부, 연방 정부, 자체 후원 등 3자간 재원 마련 시스템 유지
▸자체 후원 사업으로는 헌 옷 바자회, 연말 디너쇼, food festival, 망자의 날 
퍼레이드 등이 있음
▸give의 개념은 어린 시절부터 받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
해 교육 되며 성인이 되어가면서 성장의 일부분이 됨. 
▸자원봉사의 영역에 청년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부 보조와 
의제 개발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나와 함께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시간 속에 지속된다.

3. 자원봉사 활동 현장
 
(1) Cultural Tour at the Folk Art Museum

WTC(World Trade Center in Mexico city)에 09시에 집결하여 등록을 진행
하고 조별로 등록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버스에 탑승함. 민속박물관 팀
은 10:00시에 버스에 탑승하여 11시에 박물관에 도착함. 11시에 도착하여 2개
의 조로 구분하여 박물관 투어를 진행함. 박물관은 Popular Art Museum 
(MAP:멕시코 전통문화 관련 박물관)으로 MAP 가이드가 섹션별 전시품에 대
해 설명하면서 멕시코 역사 및 문화에 대해 부연설명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멕시코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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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11월 7일 오전 9시반 - 오후 1시 
- 장소: CHAPULTEPEC 공원 안 TOMAYO ART 박물관 뒤쪽.
- 행사 참여: 한국 대표단 7명 포함 총 참석 인원 40명.
- 행사 진행: MODELO 재단 측 자원 봉사자 10 명 
- 프로그램: 
▸ 총 300그루의 묘목 심기 
▸구덩이를 파기,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으기, 묘목세우기, 흙 밟아주기
▸ 휴식 및 간식
▸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큰 나무 주위 땅 일구기
 

(2) Group MODELO 기업자원봉사 활동
 
  - 차풀테펙(성) 공원에서 기업공헌활동 체험 :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Modelo 기업에서 차풀테팩 공원에 나무심기 및 퇴비, 거름주기 등 공원 녹지
화 프로그램에 참가함.

  - Modelo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맥주 제조 회사로 3개월에 한번 씩 
기업공헌 활동 체험을 주관하고 있음. 

  - 12월3일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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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컨퍼런스 주요내용 

[개회식]

Susan Barnetche(AMEVOL 대표)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활동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주변
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기
를 바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지역사회와 공
유해주기를 바란다. 

Kylee Bates(IAVE 회장) 
이번 멕시코 대회에 전체 11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했고, 55개국 500여
명의 해외참가자가 대회 참가를 위해 멕시코에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17개가 
넘는 국내외 단체가 진행을 도와주고 있고, 이를 통해 3일 동안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참가자 모두가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좋은 경험을 나누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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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Jacqueline Butcher. PhD
(Director, Centreo de Investigacion y Estudios sobre Sociedad Civil)

-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 통계기준에 의하면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멕시코 자원봉사를 살펴보기 위해 ILO 
  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보고서(ENSAV)를 바탕으로 발표하고자함. 
▸ENSAV는 2016년 멕시코의 자원봉사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3개 활동을 
  바탕으로 총 세분야로 나누어 조사함- 구제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 멕시코자원봉사현황은 2016년 86%로 2012년 76%보다 증가하였음
▸성별기준으로 남85%, 여8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  
▸자원봉사활동참여유형은 개별자원봉사가 29%, 친구 및 이웃과 함께한 
  자원봉사비율이 25%,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가 45%를 차지함
▸자원봉사횟수의 경우 1회에서 12회가 가장 높은 60%를 차지했으며, 이들 
  평균은 8.4회임
▸ 2016년 멕시코 자원봉사의 유의미한 결과는 자원봉사의 경제적가치는 
    437억페소/ 기부현황은 국민 일인당 554페소를 기부하였고, 총 27.5억 
   페소를 기부하였음 
▸ 자원봉사참여지역은 도시보다(15%)는 남부지역(25.5%)이 높으며, 평균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323시간이었음  

1. 기조강연요약 
  
□ 11월8일(화)

(1) 주제: 멕시코의 자원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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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Kumi Naidoo
  (Launch Director, 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

- 주요내용:
▸ 시민사회의 자원봉사활동 기여도 
▸심각한 갈등과 논쟁에서의 평화유지 
 : 젊은 세대와 구세대와의 마찰
 : 세대 안에서의 갈등- 브렉시트, 아랍의 봄, 오바마 기후변화정책
 : 젊은 세대의 SNS에서의 소통으로 인해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     
▸ 평화적 사회저항을 위한 필요
 :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음
   - 노예해방, 식민제도철폐, 여성인권향상, 흑인차별정책
 : 단순한 로비와 활동으로 사회저항은 시작될 수 없음
 : 시민사회는 비즈니스적 접근으로 사회저항을 완성할 수 있음
 : 비판적 사고는 시민사회의 저항의 힘을 키울 수 있음
 : 고통과 희생 없이는 사회저항의 승리를 얻을 수 없음
▸ NGO와 시민사회의 변화   
 :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방법은 구시대적인 방법: 탄원, 서명 등 
 : 정부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좌지우지되고 있음
 :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사회에 의존한 자원봉사활동이 되어야함  

(2) 주제: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리고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의 자원봉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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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Migel A. Laporta
  (Head of Corporate Sustainability, HSBC Mexico and LAM)

- 주요내용: 
▸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HSBC 활동 소개 
  : 전체 직원 중 17% 자원봉사활동 참여 중 
  : 매년 200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60개의 재단과 파트너 협약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 개인/법인 고객들도 HSBC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중 
  : 기업체의 경우 주로 전기회사, 전력회사, 네트워크 회사 등이 주요 후원자
  : 연령별 분포 : 15~29세(38%), 30~49세(42,5%), 50세 이상(19.3%) 
  :  멕시코 인구 참여율 : 2012년 75% → 2016년 87% 변동

- 강연자: (Beth Veihmeyer)
  Co-founder, KPMG Family Program for Literacy 

- 주요내용:
  : KPMG Family Program for Literacy  
  : 아동도서 공급 및 독서프로그램 진행 
  : 인도, 남아공, 케냐, 네덜란드,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활동 중 
  : 단순한 도서지원이 아닌 어린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주 목적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맹퇴치 운동 글로벌화

□ 11월9일(수)

주제: 영향력과 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기업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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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 주요내용: 
 ▸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행하고 있음. 전쟁, 기근, 분쟁, 난민 문제 등
 ▸ 이런 문제들 중 한 원인으론 정부의 문제도 있음.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 등
 ▸ 다수의 젊은이들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거리 시위 진행 
 ▸ 보통사람들의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활동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말자'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고 있음
 ▸ 누군가는 행동하고, 누군가는 불의에 대응해야함
 ▸ 우리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80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치 종교 인종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음
 ▸ 오직 인권을 위해서만 활동
 ▸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세계에 빛을 주고자 함 

- 강연자: Kaynan Rabino, CEO, Good Deeds Day
- 주요내용:
▸이스라엘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홍보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고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 

  하기 시작

▸세계적인 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황도 참여하기 시작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고 재미가 없을 거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음

▸1년에 하루는 자원봉사를 하자는 캠페인. 

▸7천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음

▸4년 후 부터 미국에서도 활동을 시작

▸여러 단체들이 하루에 함께 활동하는 행사를 진행. 

 

□ 11월10일(목)

주제: 변화를 만드는, 도전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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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Jordi Llopart, UN Development Program(UNDP)
서로를 믿고 협력한다면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영역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룰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텔레포니카회사, 멕시코 HSBC가 상호협력하여 SDGs 영역과 협력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발표자 :  Martha Herrera, Direct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EMEX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SDGs를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서 NGO와의 협력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은 
내적인 성장을 이룬 후에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SDGs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SDGs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의 사례로 누에보레온주와 시맥
스와 협력정책을 만들었다. 2030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웠다. 대학교와 
사회단체 회사 주정부 등과 여러 가지 섹터와 함께 1년 반 동안 그에 필
요한 준비를 해왔다. 15명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와 시
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식량문제, 기근 관련된 사
업이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정책 테마이다.
SDGs와 관련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누에보레온주에서 시작되지만 
이와 같은 시작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

2. 포럼요약

□ 11월8일(화): 

(1) 주제: Volunteer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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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Lorena Vazquez Ordaz, Director, The Hunger Project, Mexico
헝거 프로젝트 멕시코 내에 있는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소
득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헝커 
프로젝트는 24개국에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제성장이 아닌 기근해결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자와 기근을 겪고 있
는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을 헝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원리는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의 역할). 인생에서 성공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
들을 위해 서명(기부)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을 도와줌으
로써 도움을 준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받아갈 수 있다. 헝거 프로젝트 
자체는 파트너십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헝거 프로젝트 자체는 민,
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예
를 들면 SDGs처럼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만들어진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헝거 프로젝트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
든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지역마다 각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자체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 
가난을 해결하는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기근
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성향 자체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헝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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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Daniel del Rio, President, Bara Mexicana Colegio de Abogaods
 - 하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 
    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
 

▸발표자:  Rebecca Wang. Senior Manager. HP enterprise
   - 기업봉사활동 책임자로서 적합한 파트너 NGO 기관을 찾는 것이 숙제 
   - 기업봉사활동의 적합한 NGO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은 프로그램 성과
    (outcome)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다.
   - 특히 HP기업 특성상 IT 관련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활발
 
▸ 발표자: Gisela Noble, CEO Walmart Foundation
   - 멕시코 월마트에서만 45,000명의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전체직원 45%) 
   -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2) 주제: Pro bono and Skills Based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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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Emily Holthaus, National Social Responsibility, YMCA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조직
- 남을 도와줘야한다는 자원봉사 문화가 있음
- 커뮤니티 니즈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구성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진행 
  될 때 인종,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 
  비스가 제공되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통합이 가 
  능하다. 

▸ 발표자: Maria Teresa Perales, Paralympic Gold Medalist
-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 것
-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 나의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출신, 성별, 외모,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발표자: Junta de Asistencia Privada del Distrito Federal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 봉사자들은 관리하는 수준에 따라 활동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
- 멕시코에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법이 있다. 

※ Q&A 내용정리
-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

자는 도움 받은 사람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
해 주는 것이 필요

- 기술을 배워서 하는 봉사활동은 참여자 스스로의 자기개발이 될 수 있음

□ 11월9일(수) 

(1) 주제: Everyone can Volunteer - If We le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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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Diane Solinger, Director, Goolersgive, Google 

구글 자원봉사 협회로, 자원봉사 캠페인, 교육, 기부활동을 주관함. 
전세계 300명의 직원들이 봉사활동 내용, 봉사일감, 개발, 계획, 
연구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발표자 : Juan Carlos Uriarte, President, Group ADO
멕시코 고속버스회사로,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2005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노인/여성/환경/안전교육 분야에서 직원
들이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교육, 건강, 주
택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 중임. 특히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까지 마칠 수 있는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음.

▸ 발표자 : Alexandra van der Ploeg, Program Director, SAP
아이티에서 개인 봉사활동 참여를 계기로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음.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예산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서로가 연계하는 협
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원봉사는 참여 자체로 중요하며, 기업의 
자원봉사는 진정한 가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의 프로보노 사업은 현
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Q&A 내용정리]
· 기업 자원봉사의 단점으로 일반 자원봉사 시스템에 얹혀가는 경향이 있음
· 지원과 보조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판단하면 안되며, 지원보다는 영

향력 있는 NGO와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것
· NGO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 내부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전부 긍정적이지 않기에 유연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
· 기업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을 위해서는 CEO의 역할과 
  마인드가 매우 중요함.(Alexandra van der Ploeg)
·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목표설정(자원낭비 방지)이 필요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더 좋은 회사와 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함.
  (Juan Carlos Uriarte)

(2) 주제: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Corporate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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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재능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을 세워 자원봉사활동에 참가
해야함. 또한, 향후 미래시대에는 경쟁사(예: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력문제 
또한 미래 기업자원봉사의 역할이며, 개인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음.(Diane Solinger)

·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봉사활동 참여와 유도가 필요함. 책임감과 의무
감을 느끼게 해야 함.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전파와 자원봉사
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해야함. 자원봉사는 전 세계인이 다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핵심가치임을 명심해야 함. (Alexandra 
van der Ploeg)

· 향후 디지털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은?
→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디지털봉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
   (Juan Carlos Uriarte)
→ 자원봉사에 대한 친 도를 높일 수 있으며, 컴퓨터 앞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Diane Solinger)
→ 디지털 자원봉사와 현실의 자원봉사의 괴리감을 극복해야 하며,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 (Alexandra van der Plo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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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Marcela Cristo, Director of Sustainabliity Foundation and Modelo
- 멕시코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듬. 멕시코는 도로교통 상황이 

최악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정부와 대
학, 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정부, 사회가 움직이니 풀 수 있었다. 여기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도록 하
는 것이다. 

▸ 발표자: Roberto Delgado, General Director, General Director, 
Group JB and Mundo Cuervo
-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적인 동의(agreement)를 도

출해 내는 것이 중요. 그 이후에는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발표자: Alberto Pacheco, General Coordinator, Federacion 
Mexicana de Asociaciones de Amigos de los Museos
- 멕시코의 5개의 박물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발표자는 파트너십에 

중요한 것은 MOU 등을 작성함으로써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남기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함. 

▸ 발표자: Nancy Wildfeir-Field, President, GBC Health 
- 좋은 파트너십이 있으려면 신뢰할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국 중

요하다고 역설. 믿을만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고 하며, 진정한 파트
너십은 돈과 기술에 달려있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가 중요하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함

(3) 주제: Partnering for a Better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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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Jorge Villaobos, Executive President, Cemefi 
 - CEMEFI 설립동기 : 자원봉사의 가치, 미덕, 의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CEMEFI 설립
 - 1주일에 1시간 봉사, 수입의 1% 후원 등의 캠페인 활동 전개 
 - 자원봉사 포털 구축 – 전문 자원봉사자 채용에 효과적 
 - 청년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   

▸ 발표자: Yoonae Park, Regional Representative for Asia Pacitic 
 - Volunteer Story 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일반기업과 NGO/사회적기업 간의 매칭 사업 실시 
 - 난지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바꾼 사례 공유 
 - NGO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NGO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 
 - 풀뿌리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발표자: Mara Basanovic, CEO, Volunteering Queensland
 - 기관명 : Volunteering Queensland(https://volunteeringqld.org.au)
   “자원봉사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하 
    자발적으로 바쳐진 시간이다.”
 - 호주의 8가지 자원봉사 표준 소개 
  1) Leadership and Management
  2) Commitment to volunteer involvement
  3) Volunteers Roles
  4) Recruitment and selection
  5) Support and development
  6) Workplace Safety and Wellbeing
  7) Volunteer Recognition
  8) Quality Manage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 11월10일(목) 

(1) 주제: Increasing NGO Capacity for Effective Volunte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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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Eugen Baldas, Vice President IAVE
- IAVE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Eugen은 2016년 사회적 관계, 일, 자원 

봉사에 대한 SNS 미디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유럽 대학 내에 단체
를 설립하였다. 그는 유럽지역 대학생들은 새로운 기술 즉 SNS 미디
어의 역할로 자원봉사의 범위와 역할이 확장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즉각적인(immediately) 자원봉사 모집 및 활동
이 가능한 점과 활동한 자원봉사의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누적되는 
빅 데이터(Big Data)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발표자: Diana Valeia Mar Corral, CSR Cordinator, Modelo
-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과학을 공부하고 현재 Modelo그룹의 CSR파

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의 발전, 홍
보방안, 사회적 소통전략과 SNS 미디어로 구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
구를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들이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더욱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발표자: Anita Ramachandran, Director, MercyCorps
- MicroMentor의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Anita는 Corral의 의견에 적

극 동의했다. 새로운 기술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원봉사를 이끌어
온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회사인 MicroMemtor의 예를 들은 그녀는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봉사는 이제 지역일부가 아니
라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에 대
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2) 주제: The New Faces of Volunteering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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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용정리]
Q. 새로운 기술들의 보통 만나지 않고 웹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향이 
   결국 자원봉사에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A. (Anita) 새로운 기술들의 예로 SNS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에 따라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이다. 홍보 또는 모집으로 이 도구를 사용 
   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Diana)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실제 생활에 가치를 불어 넣는 자원봉사가 가능해야 한다. 현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액션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Eugen) 프랑스의 어느 먼 시골의 예가 있다. 자원봉사의 모델이다. 매 
    우 먼 시골지역임에도 새로운 기술로 연계되어 고립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옳게 사용할 때만 적용 
    된다.

Q.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 자원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 (Anita)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접근하면 
   그들은 쉽게 동의하고 행동한다.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Diana) 동의한다.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 
   이 자원 봉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ugen)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듯 우리도 자원봉사가 잘 되기 위해 
   다양화 시켜야한다. 

Q. 새로운 기술들은 온라인에만 국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Anita) 그럴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고립된 사람은 더욱 고립되게 할 
   수 있다. 또한 끼리끼리 뭉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과도한 정보의 이입 
   으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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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 
   선택의 문제를 만들 것이고, 둘째,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하는 것이 문제 
   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콘텐츠와 자극적인 타이틀의 헤드라인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성(integrity)이 있어야 한다. 

    (Diana) Clicktivism 이라는 말이 있다. (행동은 안하고 웹상에서 마우스 
    click  만 한다는 신조어) 이러한 현상은 사람을 고립되게 만든다. 온라인만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는 찬성한다. 
    (Eugen) 긍정적 부정적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자원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Anita의 말대로 진실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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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Kylee Bates(IAVE 회장)

이번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
다. 특히 주관 단체인 CEMEFI의 Jorge와 그의 팀원들, AMEVOL의 Susanah
와 그의 팀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IAVE 사무국의 동료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 시간 IAVE에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IAVE에 
공로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례에 따라 오늘 두 
분께 이 상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분은 1972년 필리핀에서 열린 IAVE 세계대회에 한국걸스카웃을 대표하여 
참가하셨으며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한국대표로서, IAVE 이사로서, 전 생애를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오신 올해 99세 되신 한국 각당복지재단
의 김옥라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각당복지재단은 1986년 설립되어 자원봉사 교
육 훈련과 무지개호스피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등 많은 기관을 통해 자
원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대신하여 아드님이신 라제건회
장을 앞으로 모셔 이 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수상자도 한국분이십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과 자원봉
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며 부산자원봉사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
회 등에서 활동해 오신 한국 자원봉사계의 산 증인 이강현 전 IAVE 회장이십
니다. 이강현 박사님은 IYV2001 한국위원회장을 역임하셨고 IAVE 아태지역대
표로 활동하신데 이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IAVE 세계회장으로 활발한 활
동을 하셨습니다. 두 분 수상자 IAVE 평생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욱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세계 곳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 2018년 독일 스트라스부르그 컨퍼런스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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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Salil Shetty 자료 요약]

Making Change: The Challenge and the Potential
변화를 만드는, 도전과 가능성

The World is spinning out of its axis.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중동문제, IS, 미국 대선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마약,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에서 정부는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등은 정부관계자 들은 난민들
에 대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최근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보트피플의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과정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잘
못이 없는 민간이 2,000명이 사망했고,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유지를 위해 시
민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UN은 이와 같은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역
할을 못하고 있다. 

Actions of Ordinary People
*행동하는 사람들
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실패했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부다페스트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난민들에 대해 
국경지역에서 물과 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분쟁으로 인해 의료
시설이 파괴된 시리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 있
다. 또한 다수의 젊은이들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를 진행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No one left behind”

나는 100개 이상의 국가를 여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항상 영웅(문제해결을 위
해 노력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누군가는 행동하고, 주장하면서 문
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엠네스티는 설립된지 50년이 되었고, 
현재 800만명이 정치, 종교, 인종과 상관 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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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라도 불의에 항거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엠네스티에
서는 한 마을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전체 마을주민이 엠네스티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함께 하고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엠네스티 800만 회원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Civic Space under Attack
*억압받는 시민 

멕시코 북부 한 지역에서 남편 살해혐의로 투옥중인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여
성은 무죄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 또한 부족했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없다는 이
유로 여성을 투옥하고 있었다. 이에 엠네스티는 관련 내용을 접하고 8,000명
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청원서 및 항의메일을 발송했고 결국 그 여성은 석방
되었다. 

또한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 엠네스티는 리우지역 슬럼지역을 대상으로 인권
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고 그 후 슬럼지역에서는 지역주민 스스
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힘을 보았다. 

그러나 세계 한편에서는 아직도 인권이 억압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터키
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많은 언론인들이 투옥 중이며, 온두라스에서 환경파괴
에 대해 항의하던 환경운동가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Being Smart and Effective
*효과적이고 스마트하게 진행하는 행동

많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단체와 관련이 없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
면하고 있다. 그러나 엠네스티 본부가 런던에 위치하지만 전세계 인권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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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다른 시민단체들 역시 전세계 문제에 대해 관
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극적인 참여
보다는 직접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쉬운 언어로 소통해야 하
며, 분리주의를 지양하며, 연대하며, 도전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젊
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기획이 필요하다. 

Look beyond Borders
[엠네스티 영상 : 4분만 서로를 바라본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흔히들 엠네스티와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 단체에는 활동가만 근
무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캠페인 진행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2,500만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 비관적인 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가 되는 미래를 볼 수 있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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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eace Kumi Naidoo 자료 요약]

The Role of Volunteering in an Unjust, Unequal and Unsustainable 
World 
불공정, 불평등, 지속불가능한 사회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Our Choice is Philanthropy or Foolanthropy
mind, heart, soul shift 가 절실히 필요하다.

Or relying on incremental changes without addressing root causes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도외시 한 채 숫자의 변화에만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The world is enough for everyone’s need, but not enough for 
everyone’s greed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
킬 수는 없다. - 마하트마 간디 - 

The biggest sickness is the world is Affluenza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지나친 풍요로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현대는 넘치는 풍요로 인한 재앙의 시대

Two things are infinite; the universe and human stupidity; and I am 
not sure about the universe.

세상에 무한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중 하나이다.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것은 정신병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Keeping the peace in a times of intense conflict and contestation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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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peaceful civil disobedience
평화를 위한 시민의 불복종 정신이 필요한 때
voluntary energy가 바로 지금, 지금, 지금 필요함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합니다.
변화를 위해 최소한이라도 노력하는 태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신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거나 친절을 베풀고자 하면 지금 하라. 
왜냐하면, 단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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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참가자 발표 자료 요약]

발표자 1 김미진 

<도시 재생을 위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중간지원 역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했던 사례를 알

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시

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자원봉사 대표 기관입

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다양한 센터의 역할 중 도시 재생을 위한 센터의 중간

지원의 역할 사례입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펼치며 봉사자의 역량 개발, 지역기반 풀뿌리 단체들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

여하는 단체·동아리와 기업네트워크를 연계·지원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

과 함께 재개발이 중단되며 관리되지 않아 점점 낙후되어지던 “향기 나는 호박골 

만들기”의 지역 재생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센터는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터 마케터”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들은 

기업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며 기업자원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들입니다.

3년째 운영 중인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마케터는 현재 지역사회와 기업자원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획교육, 워크숍, 프로

그램의 시범시행을 제공하며 봉사자들의 활동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와 프로젝터 마케터는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지역 곳곳의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②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오해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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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가정집 외관 ③ 지나가기에 어둡고 낡은 골목길 담벼락의 세 가지의 지역 

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단체의 욕구도 분석하였습니다.

- 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이 진행되길 원했습니다.

-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원했습니다.

양측의 욕구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센터는 프로젝트 마케터들과 함께 개선이 

시급한 장소 선정과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해줄 단체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들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기업자원과 봉사자들을 연결하여 기업자원봉사자, 지역

단체 그리고 마케터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비교적 쉽게 기를 수 있는 야생화 화분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단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꽃피우는 정겨운 마을로 바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정집 외관 문제는 노후 된 

우체통 교체를 통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새 우체통으로 교체를 한 것이 아닌 우체통에 지역의 옛 이름인 “호박골“이 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지나가기에 어둡고 낡은 골목길 담벼락문제는 벽화그리기로 주민들이 관심 갖

는 골목을 만들어 아름답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약 1년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

니다.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

렀습니다.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돌보며 위의 활동들을 응용·확대하는 일들이 일어

나게 되었습니다.

“향기 나는 호박골 만들기” 사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연계·지원 효과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단체(북한산지킴이)는 지역주민에게 단체 활동 홍보로 단체 회원 수가 늘

어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으며, 회원들의 자체적인 운영 역량이 늘어났습니다.

2) 지역사회에서는 자율적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활동 등을 진행하여 스스로 지역

사회를 돌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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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에서는 단순한 1회성 봉사활동 참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바탕 봉사활

동으로 공급자 중심의 활동이 아닌 수요자 중심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나 중간조직(서울시자원봉사센터)과의 협력으로 각종 행정에 대한 편의성과 

지역 내 소규모 단체와 연계하는데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4)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마케터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실행의 성공·실패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의 시민역량을 키우

는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는 앞서 말한 지역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적·물적 자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욕구가 있는 기업 자원을 발

굴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의 연결을 해준다면 지속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를 돕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소통의 다리이자 플랫

폼이 많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의 이메

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7 -

발표자 2 정희선

한국에서의 프로보노 사업 현황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1. 사업 배경  

1)  한국 NPO 현황
  - 한국의 시민사회는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장영역에 비해 취약하

다. 그럼에도 NPO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는 점차증대고 있다. 
  - 기업이나 시민들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NPO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 또한 본 단체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실태조사에서 시민들의 공익단체활동참여율을 

분석하면, 시민들은 친목이나 계모에 점점 많이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시민사회조직,  풀뿌리조직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따라서 이들의 육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 즉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한국 프로보노 도입과 성장 
  -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소속 변호사들의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 존재
  - 우리은행, 딜로이트 등에서 비전컨설팅, 재무컨설팅 등의 프로보노 사업이 진행

되었다. 
  - SK프로보노봉사단 창단(2009)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프로보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참여가 서서히 증가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프로보노라는 명칭의 봉사단을 만들었지만 재능나눔 

활동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홍보마케팅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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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지원조직으로서
  - 한국사회에서 프로보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 코디네이팅 하는 조직으로 

세스넷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진행함
  - NPO를 대상으로 프로보노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소명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며, 자원봉사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프로보노 사업을 하게 되었다.

  - 행자부 재능나눔 일환으로  2015년 3월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사)한국자원봉사
문화는 제안서를 내고, 행자부로부터 사업선정이 되어 현재까지 2년간 진행하고 있음 

2.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활동

< 프로그램 운영>
1) NPO 욕구조사 
  - 2015년 4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수혜기관(NPO)의 욕구조사를 하였다.  
  - 150여개 NPO를 중심으로 프로보노 봉사자의 필요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82.6%

가 필요성에 응답하였다.
  - 활동영역은 홍보, 브랜딩, 후원자 51%,  경영,인사 20%, 재무, 회계 15%, 디자

인 It 11%
 2)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발굴 모집 
  - NPO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자원, 즉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였는데, 기

업의 임직원이나 은퇴자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다.

 3)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매칭
  - 4명의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적합한 매칭

을 통해 단기 혹은 장기 자문활동을 진행하였다. 
 4) 워크숍
  - NPO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보노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보노 서비스 모델>
- 멘토링 및 컨설팅: 일대일 또는 팀기반
- 단기간의 문제해결
- 교육 및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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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 서비스 결과>
2015년 2016년

참여기업 및
기관수 9개 11개

프로보노 
신청자 수 48명 83명

NPO수혜기관 NPO 58개 NPO 105개

활동영역 경영, 마케팅, 모금, 법률, 조직운영, 
컴퓨터활용, 회계, 홍보

경영, 디자인, 마케팅, 모금, 법률, 
사업기획, 조직운영, 컴퓨터활용, 
홈페이지, 홍보

교육건수 4회 교육 7회 교육
자문건수 장기 9건,  단기 35건 장기 32건,  단기 34건

3 . 사업 성과 및 과제
 - 본 단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의 영역으로서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 NPO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러나 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 우선 한국 사회에서 프로보노에 대한 의식이 좀 더 확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프로보노에 대한 이해, 임펙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전국 단위의 캠
페인활동, 프로보노 성공사례 공유 등이 필요하다. 

 - 두 번째, 기업 임직원과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프로보노에 관심이 많지만 재능나눔과 구분하여 사
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로보노가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나 NPO에 
social impact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중간지원조직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적으로 코디네이팅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한국에서는 2~3

개 기관이 있으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입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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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보고 작성안내

이름

소속

Ⅰ. 대회참가목적
*이번 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본인이 참석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회 전반에 걸쳐 학습한 점 요약
1. 공통프로그램
2. 선택프로그램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2. 평가 및 제언

1.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 결과보고서 작성대상: 참가자 전원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11월 25일(금) 오후 6시 까지
  • 제출처: global@vkorea.or.kr
  • 발표자: 발표원문(영문) 1부, 발표요약문(한글)1부, 
           참가보고서(국문) 1부(5장 이상) 
  • 일반참가자: 참가보고서(국문) 1부(5장 이상) 
  • 결과보고서 작성양식
    - 휴면명조 12 포인트, 줄간격 160%
    - 사진자료 삽입 페이지는 보고서 분량에서 제외산정
    - 파일명: IAVE멕시코자원봉사대회_이름 

<IAVE 멕시코 세계자원봉사대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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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2】  개별보고서

* 아래에 실린 내용은 지면 관계상 참가자들의 개인별 보고서 중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파트를 제외한 부분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김성준(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Ⅰ. 대회참가 목적

- 세계 자원봉사 동향의 파악, 

- 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 공유 및 확인, 

- 세계 자원봉사 활동분야의 탐색,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 국의 제도 및 유형 비교 고찰, 

- 한국 자원봉사의 현주소 점검과 성찰, 

- 자원봉사 경험세계의 이론화 작업으로의 연계 및 

- 자원봉사학회의 연구주제 모색 등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한국자원봉사학회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

플랫폼의 적실성 구현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서 오는 개념 재규정

디지털 시대의 자원봉사 정책 및 활동

2. 평가 및 제언

가 평가

멕시코 대회 기획에 대한 평가

참가자 선정의 적실성

주제 및 동기부여 측면 연구기관 및 집행기관의 조화 및 적절성 유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중앙센터 서울시 수원시

자원봉사관련 기관 한국자원봉사문화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한국자원봉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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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수의 범위 적실성 예산배분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과성

세계대회 기획 및 참가자 역할분담의 적실성

통역자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세계추세 및 정보의 파악 중남미 자원봉

사 현안 과제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경험 공유

통솔범위와 업무 및 역할분담의 효율적 배분 조장 대표조장을 통한 정

보의 수집과 공유

세계대회 참가의 종합적 효과 달성

자원봉사 세계 트렌드의 접목 및 공유 비교 및 성찰

세계인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미래 관계 조성

한국 자원봉사계내 성장동력의 네트워크 및 관계망 형성

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인식의 지평을 넓힘 역사 문화 생활세계 등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림 한복 회의에 임하는 자세 평생회원 축하 등

나 제언

한국의 자원봉사 경험과 기법을 세계대회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 및 참여

의 확대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의 활발한 참여 기대

세계 자원봉사기관과의 지속적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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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수 (굿네이버스)

I. 대회참가목적 

 ○ 2016년 멕시코 세계자원봉사대회(The 24th IAVE World Conference)에  

참가한 목적은 첫째, 다양한 주제의 발표세션 참석을 통해 자원봉사관련 세

계적인 트렌드와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입니다.  

  

 ○ 둘째, 각 주제발표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제적인 활동사례에  대

해 공부함으로써 현재 소속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단 관리업

무에 변화와 혁신성을 더할 수 있는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입니다. 

 

 ○ 셋째. 이번 국제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의 만남

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평가 및 제언 

 ○ 컨퍼런스 내용적인 측면   

  - 기업 자원봉사(Corporate Volunteering) 또는 기술기반 자원봉사(Skills 

Based Volunteering) 등  자원봉사 관련 세계적인 트렌드와 이슈를 다양한 

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

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었고, 또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발전시

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공식 컨퍼런스 일정 시작 전 진행됐던 자원봉사활동 체험의 시간도 매

우 유익했습니다. 개최지인 멕시코에서 실제로 기업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

는 한 기업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각 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

고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다만 발표세션의 많은 부분이 발표를 담당하는 기관의 활동사례 공유를 

차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 못했던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단

순한 기관사례 공유 수준을 벗어나서 한 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성과

를 얻기까지 실제로 실행했던 전략과 또 그 과정에서 직면해야 했던 한계점, 

그리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공유 된다면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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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충실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컨퍼런스 진행 

  - 전반적으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moderate)의 진행도 좋았고, 발표자들도 준비해 온 발표를 훌륭하게 소화해 

주었습니다. 

  - 다만, 가장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폐회식의 경우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지인 멕시코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

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제공이 지나치게 늦어져 참

석자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게 된 상황은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

까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훨씬 훌륭한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타 

  - 개인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원을 통해 이번과 같이 수준 높은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됐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

낄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어 보

다 많은 자원봉사 분야 실무관리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자원봉사의 전문성 향

상과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의 출국부터 컨퍼

런스 참석, 귀국까지 전 과정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아무런 사고와 불편 없이 진행됐습니다. 

  - 컨퍼런스 공식일정 전후로 진행됐던 개최지인 멕시코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전통문화공연 관람과 

멕시코 시내와 근교에서 진행됐던 유적지 방문은 개최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강연 위주로 진행되는 빡빡한 컨퍼런스 일정에 쉼표

와도 같은 매우 유익하고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 덕분에 컨

퍼런스에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이와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다 더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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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

Ⅰ. 대회참가목적

  어린이재단에서 자원봉사전략수립 및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 

산하 54개 사업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76,639명(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및 자원봉사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주제인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및 포럼, 실무자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브레이크아

웃 세션 등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세계 트렌드 파악 및 전문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전세계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

해 시야를 넓히고 이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이루고자 컨퍼

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Cemefi, Amnesty International, Good Dees Day 등 

평소 배경지식이 없었던 NGO의 사업진행방향 및 사례 등에 대해 학습하면

서 추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기획이 가능해지리라 판단됩

니다. 

 특히 지역별로 특성화된 이슈해결을 위해 NGO, 정부, 기업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은 재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아동복지이슈해결 및 모금활동

에 있어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저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하게

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의 가치관 중심의 업무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 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해보게 되었다. 

 

2. 평가 및 제언

자원봉사관리센터, 학회, 모금기관, 자원봉사관련 NPO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

무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들이 컨퍼런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추후 국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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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컨퍼런스 진행과정에서 주최 측의 진행 미숙으로 인한 사전정보 부족

으로 인해 2번에 걸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내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세션별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컨퍼런스 내용 이해

가 보다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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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선 <(사)한국자원봉사문화>

Ⅰ. 대회참가목적

  (1) 국내외 프로보노 사업 동향 파악

    - 본 단체는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프로보노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단체 프로보노 서비스 모델은 장단기 자문과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외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모

      델’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관심

    - 또한 프로보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방식을 알고 싶었음

  (2)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드에 대한 이해
  - 본인이 주로 강의하는 영역으로 ‘자원봉사 동향과 이슈’가 주제임. 그러
    나 국내 동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해외동향에 대한 내용은 
    정보나 이해가 부족함
  -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원봉사 형태인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
    폼 역할 등에 대한 동향과 사례들을 알고 싶었음
  - 또한 국내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2016~2018년을‘한국자원

    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10대 어젠다를 선정하여 어젠다별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와 연계할수 있는 것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SDGs

    에서 17개 어젠다를 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번 IAVE 컨퍼런스는 SDGs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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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본단체 프로보노 사업 관련 적용지점

- 본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보노 사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주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의 경우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임직원들의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재원의 경우에도 외국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 본 단체는 

  주로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프로보노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프로보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단체 프로보노 향후 방향은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대회에서 발표한 프로

보노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또한 프로보노 사업에 중요한 지점으로 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성과

가 보이지 않으면 프로보노 봉사자들이 모티베이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사회적 임펙트도 수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이를 위해 미국에서의 성과측정 틀을 검토하고 향후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기회 

 -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겪는 어려움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 네트워킹

-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킹들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관

과 연계하여 단지 사업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활용되었다.

- 한국의 경우 먼저 네트워킹을 할 단체를 정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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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제언

▢ 워크숍 발표자로서의 애로사항

 - 프로보노 사업 관련해서 워크숍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나름 ppt를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실제 워크숍에서는 개인의 발표기회가 없었고 

   토론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토론준비를 

   하지 못햇다.

 - 주최측에서는 워크숍 진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전에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 향후 워크숍 진행시 발표가 없고 토론으로만 진행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

어서 발표자나 발표를 듣고자 참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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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접속과 연결(네트워킹), 그리고 도전!     

                                             오창섭(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접속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다!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대한 설레임은 약간의 흥분상태로 멕시코로 접속시켰다. 
이제부터 한국적 자원봉사의 틀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계 자원봉사의 문을 
열심히 두드릴 것이다. 그러나 낯선 세계를 경험한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잠시, 빡빡한 
일정과 머리에 쥐날 정도의 외국어와 사투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연결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Center모임에서의 이틀간 경험
멕시코 IAVE 컨퍼런스 일정은 11월 7일(월)부터 11월 10일(목)까지 공식적으로는 4
일간이다. 나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는 역할도 해야 해서 세계 자원봉사
센터 지도자 모임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Center로 불리는 이 모임에는 전 세계 35개국 내외의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IAVE Conference가 시작되기 전 3일 간 프리 미팅형
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아젠다는 전국 자원봉사센터들이 직면한 주요 이슈와 도전
들(예컨대 임팩트 측정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Good Deeds Day라는 기관의 활동과 참여방법에 대한 소
개도 이루어졌다. 

4일간의 컨퍼런스 행사 스케치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엄 히 말하면 멕시코대회는 조금 허술했다. 
전체 일정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 신청 때도 불편을 경험했다. 행사 당일 날에
도 프로그램 북 하나 배포되지 않은 채 개막식이 진행되자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반전도 있는 법. 기조 강연이나 포럼 연사 중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감동으
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스타 강사들이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살린 것이다.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대표인 kumi Naidoo(쿠미 나이도)라든지, 국제 앰네스티 사무
총장인 Salil Shetty(샤릴 새티), Good Deeds Day의 Rabino Kaynan(라비노 캐이
난)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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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멕시코 컨퍼런스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며 한국 자원봉사에 접목할 
도전과 시사점은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보았다.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컨퍼런스에 참가한 자원봉사와 시민사회계 등 세계 각국의 모든 연사들의 공통
된 외침은 ‘사람들의 변화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집
약할 수 있다. 국가와 성, 연령과 인종, 다양한 경험,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맡은 업무
는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동일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변화’였다. 

 ‘공감과 연대, 소통으로 변화하는 세상 만들기’, 내 나름으로 정리한 컨퍼런스의 결
과물이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슴 뛰는 일을 위해 열정을 불
사르고 싶다. ‘I am because you are (우분투)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둘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자원봉사는 희망을 이끌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가르쳐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안목은 키워주는 것이다.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세계 자원봉사계의 이슈와 트렌
드를 접하면서, 또 세계적인 자원봉사계 거목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시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셋째,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을 생각하는 자원봉사이다. 
누군가의 헌신된 삶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영감을 얻는다. 
자기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다. 당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을 생각하는 자원봉사, 컨퍼런스의 
또 다른 수확이었다. 

네째, 액티브 시티즌십(Active Citizenship)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시민사회가 역동적이 되도록 자원봉사의 역할을 연구주제로 가져가야 한다. 미래 세
대에 시민성을 접목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적용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 개인의 성찰과 터닝포인트 경험을 시민성 교육과 연결함으로
써 긍정적인 변화(봉사적인 삶과 봉사자의 삶)를 유도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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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존 없이 봉사 없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다. 
‘자원봉사와 일자리’는 동전의 앞뒤와도 같다.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외면한 자원봉사의 확산은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80%에 달하는 
봉사 미참여자들 중에는 자원봉사가 너무 어렵거나 무겁게 생각해서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존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자원봉사가 일자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이제는 현실이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문화적 충격으로 적응에 애썼지만 지금은 창조적 적용을 위
해 애를 써야 할 시점이다. 동일한 목적과 세션의 주제, 사람들의 눈빛과 열망, 가능
성과 임팩트가 머리에 떠오른다.   

앞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2018년도 제25회 독일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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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사) 한국자원봉사문화>

Ⅰ. 대회참가목적

  (1) 국내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모색

  (2)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 학습한 점 및 소감 -

 (1) NPO 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례 경험 

 (2) 지역 이슈에 맞는 자원봉사 개발 및 시민의 주도적 참여

 (3) 기업자원봉사의 다양한 성장단계별 사례 공유

 (4) 국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기관 내 전달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한 사례 공유

 전 세계 자원봉사의 이슈와 흐름을 익히고, 그것을 개인의 역량 강화 기회

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단체와 사회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2월 중 

본 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참가 후기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2) 전국 네트워크 기관에 사례 공유 및 가치 확산

 본 기관은 전국단위의 민간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지부 및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전국의 네트워크(서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기관에 다양한 해외 사례를 확산시

킴으로써 시민의 사회참여 문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국내 기업의 자원봉사문화 성장을 위한 사례 공유

 이번에 접한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활용하여 아직까지 시혜적 자원봉사에 

머물러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인식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과의 컨설팅

이나 임직원 자원봉사 개발 단계에 해외 사례를 통한 다양한 활동 영역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84 -

 (4) 기업 대상의 프로보노 모델 개발 및 보급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보다 개인 차원의 프로보노 참여가 높은 만큼 기

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환경 구축을 위해 이번 IAVE를 통해 접한 다

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

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과 위의 소감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의 프

로보노의 다양한 가치들을 정리하고 시각화하여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 대

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5)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자료로 활용 

 국내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

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확

인하였다.

  2. 평가 및 제언

 (1) 이번 멕시코 IAVE 참가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현재 기관에

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는 본 기관의 사업

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내의 자원봉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자원봉사계, NPO 등 다양한 영역과 국적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자

리인 만큼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

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해외의 여러 사례를 접하다보니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좋은 사례들

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슈

를 해결한 사례들, 국내 프로보노의 독특한 유형, 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운

동 등 해외에 공유함으로써 자원봉사의 문화가 한층 넓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현재 국내의 NGO에서 참가비를 일부 부담하고 가기에는 재

정적, 언어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

자에 대한 참가비 전액 지원, NGO 종사자를 위한 국제 공용어(영어) 무료 교

육 등 국내의 좋은 사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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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세계에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문화행사에 참여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이 때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나 

전통 기념품 등을 나눠줬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해외 행사가 진행된다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다양

한 자료들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된다면 좋겠다.

 (5)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사전교육, 통역자 섭외, 자료 

공유 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운영해준 부분에 매우 감사를 전하고 싶다. 

언어적 문제나 접해보지 못한 해외 문화로 인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었음에

도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배려해 준 덕분에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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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태 <수원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목적

 ○ 2014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연구(행자부)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1년 21.4%에서 22.5% 소폭상승, 주1회 1상 참여율은 36.9%에
서 30.0%로 감소하고, 만족도 또한 94.8%에서 89.4% 감소함

 ○ 중·고등학생들의 의무적 지역사회봉사,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학
점 따기용 등으로 자발성이 아닌 반강제적 분위기 확산(기업 및 공공기관 포
함)에 따른 자원봉사의 핵심가치 손상

  ⇒지난 20년 동안 정부주도하의 자원봉사가 급성장하였지만, 자원봉사의 질적인 
성장과 부작용을 극복 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함. 이에 전 세계적인 자원봉사
의 트렌드와 자원봉사의 근본가치에 대한 고민, 자원봉사의 세계적 흐름에 부
합하는 지방자치단체내의 자원봉사 운영제고와 위상정립에 기여코자 함. 

III. 참가결과 – 평가 및 제언

▢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 시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반적임. 즉, 일반 사회단
체에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 기부, 자원봉사 활동이 거의 3배에서 6배정도 높
게 나타남 

  - 1)한국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은 단체와 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종교단체(62.9%), 사회단체(18.5%) 직장(6.1%) 학교나 대학(6.5%)순임. 또
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시민참여 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남성, 장년
층<청년층, 저학력층<고학력층, 단체활동 少< 단체활동 多, 비자원봉사자<자원
봉사자가 높게 참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표적을 추출하여 집중 마케팅 및 인식전환 추진
 ○ 벤치마킹 사례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V세상 등 및 기타 단체가가 추진중인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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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혁신
자원봉사센터

사람 중심의

자원봉사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개발

전국 
자원봉사단체

벤치
마킹

기업사회공헌 유도

프로보노 사업
국내외 우수
자원봉사사례

지방정부
수원시

파트
너십

UN/NPO
국제기구

모델
개발 혁신

동력

협력
존중
소통

지원
선도

<자원봉사 센터의 혁신 패러다임 구축 제안 모델>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유도 및 프로보노 사업 개발

 ○ 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사회공헌 유도
  - 기업의 경영전략, 사회공헌전략 및 파트너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확보
  - 기업과의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방정부(수원시)와 기업,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 

개발 :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 중심 모델
 ○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급 인력 확보  

▢ 자원봉사 혁신의 모델링 및 마케팅

 ○ 자원봉사 혁신사례의 모델링을 통한 차별화 시도, 자원봉사브랜드화 설계
  - 자원봉사의 혁신사례 마케팅, 모델링을 통해 혁신전략, 주요 성과 등을 대내외

적으로 홍보
  - 자원봉사 혁신의 확산 사업 추진 : 국내외 세미나, 국내외 사례 연수, 모

델링 연구
  - 시민 대상의 ‘자원봉사 핵심가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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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센터의 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지원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원봉사 시스템 개발과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
체, 시민, 자원봉사센터간의 긴 하고 신뢰 있는 소통 구현

  - 새로운 자원봉사패러다임의 구축과 실현을 위해 파트너쉽의 시민참여 폭을 넓
히고, 조직화 방안 설계 및 공유

 ○ 주요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관련 동향 파악 및 시사점 수렴
 ○ 자원봉사 백서 및 주요사례집 제작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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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Ⅰ. 대회 참가 목적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관점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머 대회

에 참가하였습니다.

4년 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풀뿌리 단체 지원을 담당했었고 그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바라보

면서 담당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많았

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사례들을 둘러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발표자로 참가를 

하였습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다양한 지역 내 단체와 기업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일한 연계활동이 가능할 것

이라 생각되어 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이번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것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이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와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와서 보았을 때는 그 열기는 어느 나라 못지않

게 뜨거웠다. 오히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더욱 자원봉사 참여 활성

화를 꿈꾸며 기본 정신에 맞게 충실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이 곳에서 “No one left behind you”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것은 자원봉사 정신의 

가장 기본이자 시민의식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자원봉사 이전에 시민성을 이야기 하였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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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로 그 시민성을 기본

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

였다. 남미 국가들 사례 또한 국민들의 기초질서(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시

민성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

야기 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관리

자들이 애써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좋은 활동에 참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

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 할 때 가장 먼

저 생각해야할 기본부터 돌아보며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것

이 먼저 이루어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다. 다양한 연결을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

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혹은 운

영체제가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은 Web상에서의 만남과 공유

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실시간 공유가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관들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혹은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다 함

께 만들어 가는 공유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가지고 있는 정

보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자원봉사 플랫

폼도 그 어떤 Web회사의 플랫폼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

고 만나서 널리 퍼지는 활동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현재 고민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또한 생각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각 기관들 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털어 놓고 연대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들을 위한 결과물들이 모일 수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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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제언

□ 대회 운영의 미흡

1) 발표자에 대한 안내 및 세션 운영

본부에서 발표자로 선정되었다고 한 이후로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비슷한 동양권 이름이 헷갈려 안내에 대한 누락이 있었

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출발하기 3일 전 발표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프로

그램 책자에는 이름과 소속에 오류가 생겼고 발표자 소개도 누락되어 있었

습니다.

발표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어 스스로 행사장에 찾아갔으며, 발표준비

와 인증서 또한 누락되어 현장에서 자리 배치안내를 받아 발표를 진행하였

고 인증서는 추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진행 세션이었으나 현장 

상황에 의해 스페인어로 변경되어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 사회자가 양쪽 언

어에 능숙한 사람이라 진행이 순조롭게 되었으나 번역이 필요한 시간 때문

에 충분하게 발표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듣고 이야기 하고 싶어서 대회에 참여할 텐데 

대회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표자 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피해가 우

려되는 대회 운영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언어(통역) 문제

공식 언어가 낯선 스페인어로 진행되어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측에서 섭외한 통역봉사자 분께서 많

은 도움을 주셨으나 운영본부에서 공지 없이 언어가 바뀌는가 하면, 자료집

이 컨퍼런스가 시작 된 이후 공유되고 심지어 강사들의 발표자료 또한 공유

되지 않아 통역하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언어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보다 

철저하게 통역준비가 진행이 되거나 혹은 주최 측에서 자료들을 사전 공유

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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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그 가치와 가능성을 만나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으로, 

자원봉사의 방법을 고민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해를 통해 자원봉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

체적인 활동으로 부각됐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면서 자원봉사의 활동을 확장하는 기

회를 마련했다고 본다. 자원봉사와 사회문제 해결은 얼핏 보면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는 그저 좋은 활동 정도로 이

해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특별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주제로 진행한 제24차 IAVE 멕시코 세계자

원봉사대회(이하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 주제를 보면서 ‘그저 좋은 활

동’수준의 자원봉사 이해를 어떻게 하면 확장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했

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새

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그저 좋은 활동’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자원봉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과연 전 세계적으로도 자원봉사의 활

동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

고 싶었다.

자원봉사의 가치와 방법에 대해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원봉사는 어떠한 가치와 방

법으로 접근해야할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중 자원봉사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8포 세대를 넘어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는 N포 세대라고 이름 붙여진 지금의 청년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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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윤 창출이 아닌,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이번 대회는 기업과 관련한 주제가 많았다. SDGs와 연계한 기업 사회공헌 

방향, 프로보노로서 기업의 역할, 기업 자원봉사에 대한 미래와 촉진 방법, 

실제 기업 자원봉사 활동 체험까지 다양했다. 그만큼 기업의 사회공헌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최근 참

석한 기업CSR 포럼에서 한 경영학과 교수가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 교수

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다”며 “사회공헌도 이윤 창출의 목적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기업은 비영리단

체, 정부와는 다르게 이윤을 만들어야 한다. 

NGO가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풍부한(?) 자원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이런 뻔한(?) 생각을 전환하고, 파트너십의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보게 했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사회

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노력은 필수라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자원봉사는 

실천을 전제로 한다. 기업의 의지를 자원봉사라는 방법으로 실천할 때 그 

의지가 더 빛을 바란다고 본다. 자원봉사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빛

을 보다 밝게 만들어 줘야 한다. 지역의 개인, 단체, 기업들을 연결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혁신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실

천이 이뤄져야 한다.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는 공감,

자원봉사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이번 대회 마지막 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의 Saili 

Shetty 사무총장 강연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바로 ‘연대’와 ‘공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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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대회는 많은 강연과 포럼 세션과 더불어 멕시코의 문화를 온전히 느

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중남미만의 매력에 흠뻑 젖었다고나 할까. 매일 

저녁마다 진행한 문화체험과 멕시코 전통 발레 공연까지, 쉴 틈 없이 진행

된 일정이었지만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또한 첫날 진행된 자원봉사활동은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문화예술작품으로 구성한 박

물관을 투어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자원봉사의 

한 영역임을 깨닫게 했다. 물론 체험과 활동을 통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만족한다.

또한,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멕시코 연수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너무 

좋은 동료를 만나 큰 행운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다. 자원봉사를 위한 이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좋은 동료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 좋은 동료들

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다시금 이번 대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중앙자원봉사

센터와 연수팀의 전반을 운영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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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행프로젝트팀

준비하며

제 회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며 나는 최대한 많이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려 노력했다 동행프로젝트로 대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는 긍

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는 청년들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또한 이번 일정을 함께하는 한국 참가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

고 싶었다

짧고 굵은 일정동안 자원봉사라는 동일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사람들과 단체를 만났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

지고 각자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나를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원봉사는 대가도 없지만 국경도 차별도 끝도 없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양한 사례들을 들으며 우리 활동을 깊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잘 하고 있는 동행프로젝트 대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우리들의 사례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가 보고서는 준비과정 준비하며 연수기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다녀와서 행동하며 의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시기별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

용들을 정리 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자원봉사의 시작은 어디인가

자원봉사의 시작에 대한 고민은 컨퍼런스 기간 내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관리자 직원 에 의해서 정해지고 봉사단이 조직 운영되며

봉사자는 본인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검색하여 참여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해외의 많은 사례들이 봉사자의 일상 주변의 문제에서 활동의 필요

성을 느끼고 스스로 활동을 기획 조직하여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 구

성원들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자원봉사 관리자는 활동을 효율적으

로 조직하게 하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플랫폼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플랫폼이란 단순히 자원봉사 활동과 참가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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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기업과 정부와 기관 자원봉사

자와 정보 등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 체계까지 서로 연결하고 공유해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원봉사와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기업 자체가 기업이미지를 

위한 자원 활동이 아니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책임

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업 임직원 모두의 참여 책임 역시 필요하다 기업 

이미지를 위한 활동이나 감동을 주기 위한 활동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사

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양한 봉사활동 사례에 대하여

는 년에 하루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 단순히 하루 봉사활동을 진행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활동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 커뮤니티를 만드는 장치

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흥미 재미 재능에 기반을 둔 가장 작은 조직의 가장 

작은 활동을 진행하고 그 활동을 조직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발표자

헝거 프로젝트 멕시코 내에 있는 가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소득계층

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헝거 프로젝트는 

개국에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제성장

이 아닌 기근해결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동하며

이번 회 세계자원봉사 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사업들과 주변 기관의 일들을 돌아보

게 되었다 남부럽지 않게 진행 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떠올라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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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기발한 사례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부심

과 자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시작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변

화를 위한 좋은 활동으로서 봉사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원봉사활동과 이런 고민들이 각각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활동이 아

니며 세계 여러 나라의 봉사자들과 관리자들이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

으로 확인했다 앞으로 동행프로젝트 대학생들과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준비 

할 때에도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줄 계획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 

할지 배울 수 있었다

컨퍼런스 일정은 끝이 났지만 함께했던 고민들을 이제 나의 일터에서 적용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접목시키고 다양한 네트워킹

과 발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짧지 않은 일정을 너무도 즐겁게 함께 해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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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사 비비비코리아

대회참가목적

세계 자원봉사의 흐름 및 동향 파악과 네트워크 형성

국제 및 단체들과의 협업 가능성 타진

참가결과

업무적용 사항

세계자원봉사의 흐름 파악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

회가 있었다 기조연설 포럼 브레이크아웃세션 문화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계의 사람들과 소통하

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굿디즈데이와 를 활용한 유럽의 

자원봉사활동들이 그것이다 두 단체가 추구하는 공통점은 누구나 쉽

게 접근가능하고 간단하게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

다 이것은 비단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기술로 발달로 형성된 전 세계

의 흐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트렌드가 자원봉사에 적용된 흐름을 잡

아낼 수 있어서 좋았다 추후 내가 속한 단체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적

용하고 싶다

국내 자원봉사계의 네트워크 형성

대회를 참여하면서 자원봉사계의 어른들과 같은 연령대의 선생

님들을 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해서 평소에 모이기 쉽지 않은 핵심인물들과 일주일동안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대회이후에도 평가회와 그 외 자원봉사

관련 행사와 세미나에서 만나서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기에 그 시

너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회를 함께 참여하며 얻은 모티브

와 영감 그리고 국내의 협력자들을 통해 한국 자원봉사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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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제언

무엇보다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계획하고 모집하고 운영하고 마무리

까지 행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항공 숙박 통역자 선발 현지일정 

조율 등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여 명

의 참가자가 무탈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운영한 한국자원봉

사협의회의 노고가 대단히 크다

대회의 주최인 멕시코 조직위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미리 공지

되지 못한 강연자와 강연내용들 그리고 개막일에도 정확하게 배포되지 

못한 워크북책자 수시로 바뀌는 강연자들 계속해서 연기되는 시간들

특히 마지막 날 점심식사를 시 반에 주는 대회의 운영은 국제대회를 

치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자원봉사대회라고 해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원봉사이지만 그 대회나 행

사의 운영은 전문적 이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대회

의 운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년에 독일에서 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년에 부산에서 

세계대회가 열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자원봉사계

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자원봉사참여와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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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3】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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