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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7년 국제교류사업”의 「결과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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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소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표기구이자 법정단체입니다.

 설립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법률 제14839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설립목적 :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촉진

 설립취지 : 

   - 회원단체들이 각 단체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단체 간의 횡적 

유대를 강화

   - 자원봉사정신을 전 국민에게 파급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및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운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

 설 립 일 : 1994년 4월 설립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동자동, 동산빌딩 3층) 

협의회 구성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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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

협의회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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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요 약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참가

사업명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참가

주최 (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참가기관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참가자 수 8명

사업유형 국제교류사업

사업지역 북아메리카 – 미국 워싱턴주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사업목적

자원봉사 국제교류활성화

-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적 소통과 향력 제고

- 국내 자원봉사문화의 질적 제고

사업성과

- 한국참가자 8명 모집 및 인솔

- 사전워크숍 2회 실시를 통한 국제자원봉사 동향연구

- 참가 사진 촬  및 자료 공유

- 결과보고서: 참가자별 개별보고서, 전체보고서

참가대회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대회통계 37개국 3,500명 참가

평가방식
질적평가

(참가자 평가회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체평가, 참가자제안서 등)

부록 사전사후 회의자료, 기조연설문, 발표자료, 대회프로그램, 사진 등 

사업근거 및 지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4조, 제 17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비 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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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

사업명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

주최 (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참가기관

- 환경문화시민연대
- 자원봉사이음
- 자원봉사문화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꽃동네자원봉사센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예하 자치구봉사센터)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 성남시자원봉사센터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 부산시자원봉사센터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참가자 수 34명

사업유형 국제교류사업

사업지역 아시아 - 말레이시아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사업목적

자원봉사 국제교류활성화

-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적 소통과 향력 제고

- 국내 자원봉사문화의 질적 제고

사업성과

- 한국참가자 34명 모집 및 인솔

- 사전워크숍 실시 및 정기자료 발송으로 국제자원봉사 동향연구

- 참가 사진 촬  및 자료 공유

- 결과보고서: 참가자별 개별보고서, 전체보고서

참가대회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

대회통계 26개국 600여 명 참가

평가방식
질적평가

(참가자 평가회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체평가, 참가자제안서 등)

부록 사전사후 회의자료, 기조연설문, 발표자료, 대회프로그램, 사진 등 

사업근거 및 지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4조, 제 17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비 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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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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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사업 현황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IAVE(세계자원봉사자협의회)의 한국대표 단체로서 

격년제로 진행되는 세계대회와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참가단을 인솔하여 

참가하는 것을 국제교류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진행해 왔음

   - 2015년에는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IAVE 아태지역대회가 주최국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동 기간에 진행된 휴스턴 전미대회 참가로 사업을 

전격 변경하여 한국 대표단 13명을 인솔하여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 2016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24회 IAVE 세계대회에 한국인 참가단 

25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 으며,

   - 2017년에는 상·하반기를 각각 나누어 상반기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 

자원봉사자대회에 한국인 참가자 6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 고,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제15회 IAVE 

아·태지역대회에 한국인 참가단 34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 음.

 

  사업목적

   - 글로벌 트렌드에 적응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자원봉사계 질적 제고

   - 자원봉사 리더 및 관리자 국제역량 강화

   - 국제자원봉사 및 세계시민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 아·태지역대회 발표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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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세부 내용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web searching, 대회본부 홈페이지 자료 검토 

참가자 모집 안내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참가비 지원자 선정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 후 공지

참가자 대회 등록 접수 참가자 대회 등록 온라인 접수  

사전워크숍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및 IAVE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 소개 및 설명

대회참가
‣ 전미 컨퍼런스 : 2017. 6. 18. ~ 6. 24.

‣ IAVE AP대회 : 2017. 11. 21. ~ 11. 27.

사후 평가회의
기조연설 및 전체 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참가 소감 및 평가  

참가 결과 보고서 제작 결과보고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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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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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 총 8명 참석

   -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 6월 24일(토) / 5박 7일

   - 장소 : 워싱턴주 컨벤션센터 / 미국, 워싱턴주

   - 미국 및 전 세계 자원봉사, 정치, 기업, 학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약 

3,500명 규모의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선진국 및 전 세계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 음

   - 자유로운 컨퍼런스의 분위기로 각국의 참가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써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실무자 중심의 원활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참가단 선발을 통해 현

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이 가능하 음

 참가자들의 상세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구체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컨

퍼런스 강연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공유가 용이하 음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자대회 - 총 34명 한국대표단 참석

   -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 5박 7일

   - 장소 :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 말레이시아

   - 다양한 기관에서 대부분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참여한 참석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자원봉사 트렌드에 대해 접할 수 있었던 기회 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국가대표기관으로 NR미팅에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박윤애 현 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를 현지에서 초청하여 함께 국내외 

자원봉사 현장의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바람직한 자원봉사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 마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대표단의 청소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참가를 지원함

     ·총 19명 학생(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과 3명의 인솔자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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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보상 차원의 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실무자 중심의 참가단 선발

로 현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 음

 평가회의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않은 자원봉사

단체 또는 기관과 컨퍼런스 내용 및 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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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참가’ 사업 추진

추진내용

1. 참가자 및 지원자 선정

○ 참가비 지원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7. 4. 3. ~ 4. 14.

- 방식: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공문 발송 

○ 일반참가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7. 4. 3. ~ 4. 14.

- 방식: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공문 발송 

○ 참가비 지원자 선정 

- 날짜: 2017. 4. 21.

- 방식: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

2. 여행자 선정

○ 공고 및 접수기간: 4. 10. ~ 4. 21.

○ 선정방식: 신청 자격을 갖춘 관련 업체의 신청 및 제안 설명 후 증빙자료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업체 선정

○ 선정업체: ㈜롯데JTB

○ 선정날짜: 2017. 4. 26.

3. 사전워크숍실시(2회)

○ 제1차 사전워크숍 

- 일시: 2017. 5. 18. 16:00~17:50

- 장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의실 

- 참가자: 대회참가자 8명 

- 내용: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소개,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 역할분담 및 

자료 조사 방법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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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16:00~16:20(20’) 워크숍 안내 및 참가자 인사

16:20~17:30(70’)

컨퍼런스 프로그램 안내 

전체 참가일정 안내

사전준비 및 문화체험 안내

참가자별 역할분담 및 안내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17:30~17:50(20’) Q & A 

17:50~18:00(10’) 과제준비 및 2차 교육 공지 

○ 제2차 사전워크숍

- 일시: 2017. 6. 11. 11:00~13:00 

- 장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의실 

- 참가자: 대회참가자 8명 

- 내용: 컨퍼런스 트랙별 세부 안내, 발표자 안내, 출발일정 및 

전반적인 여행 관련 안내

- 진행순서

  

11:00~11:20(20’) 워크숍 안내 및 참가자 인사

11:20~12:30(70’)

컨퍼런스 장소 안내

트랙별 세부 안내

컨퍼런스 주요 인사 안내

전체 여행 일정 안내

12:30~13:00(30’) 질의응답 및 조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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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회참가

○ 일시: 2017. 6. 18.(일) ~ 24.(토)

○ 장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 주최: Points of Light

○ 대회규모: 전 세계 37개국 3,500여 명 참가

○ 한국 참가단: 8명

○ 참가일정: 대회 참가, 기관방문, 문화체험

5. 사후 평가회의

○ 일시: 2017. 6. 30.(금) 10:00~12:00

○ 장소: 동산산업 4층 회의실(서울역 14번출구)

○ 참가자: 대회참가자 전원

○ 내용: 전체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 참가 소감 및 평가 등 

6. 결과보고서 제작 및 사업완료

○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및 사업완료

참가 세부내용

1. 사업 개요 및 컨퍼런스 소개

○ 사업명 : 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 기간 : 2017. 6. 18.(일) ~ 6. 24.(토) / 5박 7일

○ 장소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워싱턴컨벤션센터

○ 주최 : Points of Light (촛불재단)

○ 구성 : 8개의 대주제 아래 70개 이상의 워크숍/포럼 세션

○ 참가대상 : 미국 및 전 세계 자원봉사, 정치, 기업, 학계 관련자 약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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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퍼런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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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퍼런스 내용

Service Unites, 전 세계 ‘체인지 메이커’들의 활동을 함께 공고히 하다.

○ 촛불재단(Points of Light)이 주관하는 ‘2017년 시애틀 전미 자원봉사컨퍼런

스’에서는 전 세계 수천명의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자원봉사계의 미래

를 함께 구상하게 된다. 본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로 3,500명 이상

의 비 리, 정부, 사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층이 초청하여 세계적 변화를 주

도할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컨퍼런스는 8개의 

다양한 트랙과 70개 이상의 총회 및 워크숍이 마련되어있다. 총회의 경우는 성

찰·재개, 경험·배움의 기회와 참여자들이 지역에 공헌하는 자원봉사와 서비스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 촛불재단의 CEO인 트레이시 후버는, “2017년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를 시애

틀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광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애틀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과 최첨단 기술을 위해 노력한 혁신적인 리더와 활동가의 공공

적 참여로 변화를 이끈 생동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또한, “시애틀은, 문제 해결

과 변화를 만드는 잠재적인 힘을 최적화하는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에 아주 이

상적인 도시이다”라고 하면서 컨퍼런스 개최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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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월)

07:30~19:00 등록 

13:30~17:00 고등교육의 시민의식 증진방안 세션

13:45~16:00

“Walk”shop
· 힐링 카페(Revovery Cafe: 13:45~15:00)
· 스타벅스 로스터리 (미정)

“One Woman Show”
·Tara Ochs의 1인극 공연

18:00~20:00

그룹별 정찬(Dine Around)
· JFFixler 그룹의 베스 스타인혼(Beth Steinhorn)
· 미국 YMCA의 에 리 홀트하우스(Emily Holthaus)
· ASC의 카이라 에스트게이트(Kaira Estgate)
· AL!VE의 제이슨 프렌젤(Jason Frenzel)
· KSU의 마르시아 호눙(Marcia Hornung)
· VolunteerMatch의 제니퍼 베넷(Jennifer Bennett)

19:30~21:30 Turn the Tables 
· 세계를 치유하며 봉사를 위한 정찬모임

2017. 6. 20 (화)

07:00~19:00 등록

10:00~12:30 개회식

12:30~13:30 오찬 모임 및 네트워크-참여

14:00~15:30

포럼 및 회담 
· 포럼 ‘기업과 자원봉사의 강한 연계' 
· 포럼 ‘발전을 위한 열정; 운동 참여’ 
· 회담 ‘촛불재단 청소년 정상 회담’ 

16:00~17:30 워크숍 Ⅰ

18:00~21:00 정찬 및 특별 행사·연회

19:00~22:00 ‘시민 50’ 갈라쇼 및 자원봉사자 시상식

2017. 6. 21 (수) 

07:00~16:00 등록

08:30~10:00 워크숍 Ⅱ

10:30~12:00 워크숍 Ⅲ

12:00~13:00 오찬 모임 및 네트워크 - 역량강화

13:30~15:00 워크숍 Ⅳ

15:30~17:00 워크숍 Ⅴ

17:30~19:00 폐회식

18:30~21:30 촛불재단 시민 엑셀러레이터 발표 및 모임
· 자원봉사계 창업, 사회적 기업, 자선 창업가 멘토링 및 네트워크 행사

4. 세부 일정표                                         [현지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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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퍼런스 주요 장소

○ 워싱턴주 컨벤션센터(WSCC)

- 행 사 : 컨퍼런스 전반의 주요포럼 

          및 회담, 워크숍 진행장소

- 위 치 : 705 Pike Street Seattle,

           WA 98101-2310

- 기 타 

  컨벤션센터는 주로 3층, 4층 이용

  컨퍼런스센터는 지하 1층, 지상123

   층 고루 이용

○ 베나로야 공연장 (Benaroya Hall)

- 행 사 : Service Unites Summit 개최

- 일 정 : 6월 20일(화) 10:00~12:30

- 위 치 : 200 University St, Seattle 

           WA 98111

- 기 타 : WSCC에서 도보 약10분 거리

○ 모팝 대중문화 박물관(Museum of Pop Culture)

- 행 사 : Celebrating Changemakers from

         Around the World(글로벌 리셉션)

- 일 정 : 6월 20일(수) 저녁 6시~8시

- 위 치 : 325 5th Ave N, Seattle, WA 98109 

- 기 타 : WSCC에서 도보 약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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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퍼런스 트랙별 세부안내

트랙별 주제

① 기 업 ② 역량 개발(Capacity Building)

③ 고등교육 ④ 글로벌  

⑤ 신기술과 자원봉사 ⑥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위한 방안 

⑦ 국가 서비스 강화 ⑧ 자원봉사 참여 

1) 기 업

① IMPACT 2030 파트너 조식

- IMPACT 2030 Partnership 조식 회의는 IMPACT 2030의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활동 

및 이벤트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다. 참여하고 헤아려보고 협업하라. 이 모임은 

우리의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가 현재와 미래의 IMPACT 2030활동을 상호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② 비즈니스 분야 개회식

- 기업이 그들의 가치를 선도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고,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감과 설득력 있는 대화를 세계적인 기업 CEO들의 원탁회의에서 찾아본다.

③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 : 전 세계적 난민문제에 대응하는 기업

(Airbnb, Boeing 후원)

-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계속 커짐에 따라, 위기의 최근동향, 사실 및 수치는 

어떠하며, 이를 돕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위기에 심각성과 

그로 인한 도전과제들 그리고 기업들이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에 그들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④ 활성화하여 영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직원

(Boeing 후원)

- 직원들(Changemaker)에게 감을 주고, (지식을 가르쳐) 준비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숙지하라. 직원들이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자원봉사자들의 소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업무로써의 자원봉사를 

변형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험으로 만들기까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체계, 통찰력 그리고 방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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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민 참여를 통한 다양성과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Boeing 후원)

- 기업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귀사의 다양성과 포용 목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기업 전반에 어떻게 비춰지며, 기업 자원봉사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다양한 

재능(인재)을 개발하고, 채용하고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들의 직원 

리소스 그룹과 보다 더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⑥ 2017 시민 50 : 공동체 정신을 가진 회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Boeing, 딜로이트 후원)

- ‘2017 Civic 50’에서 최신동향과 및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Points of Light는 

국가차원에서 공동체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되는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진행한다. 

⑦ 공익사업 : 자원봉사문화 창조 (도요타 금융서비스, Boeing 후원)

- 기업은 그들과 지역사회에 강한 향력을 심어주기 위해 Changemaker를 육성하고 

격려하는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자원봉사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업계에서의 

새로운 연구와 모범사례로부터 답을 찾고 해당회사에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구축하여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⑧ 기업 자원봉사활동 (동향과 전개) 측정하기 (Boeing, 딜로이트 후원)

- UN의 SDGs와 IMPACT 2030 등 이 같은 세계적인 노력의 맥락에서 기업들이 그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⑨ 기업지원봉사위원회 오찬 : 목표 찾기 (KeyBank 후원)

- 목표는 회사의 직원과 회사가 함께 구현해가면 그것을 우린 다음 세대의 위대한 

기업혁명이라고 불렸다. 프로보노 (Pro Bono) 혁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Aaron Hurst 

Imperative CEO, Made in Free World의 CEO, Justin Dillion을 통해 감을 얻게 될 

것이다.

⑩ 기업 자원봉사자와 공동체의 협력과 청년지원방안 (Boeing, 딜로이트 후원)

- 공통 목표를 가진 회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업자원봉사자를 통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

⑪ 공익사업 : 전 세계 직장인 자원봉사자의 혁신 (Boeing, 딜로이트 후원)

- 기업 자원봉사의 선두에서 기업과 교류하고 배우며, 아시아 기업 자원봉사에 대한 

Points of Light의 새로운 보고서의 강조점에 접근하며,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감을 얻고, (지식을 갖출) 준비해야 한다.

⑫ "공간"에서 "장소"로 : 기업 자원봉사를 통한 강한 지역사회 구축 (Boeing 후원)

- 당신의 이웃에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 것이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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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떻게 기업 자원봉사자의 힘을 활용하고, 지역기반의 혁신적인 계획을 통해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⑬ 가치에서 행동으로 : 선한 것을 위한 가치기반 리더십 활동

(Boeing, 딜로이트 후원)

- 당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향력 있는 지도자가 계속 감을 얻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무엇을 읽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가치지향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개인적인 자원봉사 리더십 활동에 감을 

얻을 수 있다.

2) 역량 개발

① 자원봉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효과 높이기

- 우리는 환경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키울 수 있고, 

각 공동체의 보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 환경의 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The Presidio Trust, Golden State National Parks Conservancy, The Nature 

Conservancy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자.

② 대안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

- 참여자 데이터 수집 방법(Participatory Data Collection Methods) (예: 사진과 

에피소드 등)은 기존 방법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는데 더 유리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적용하기에 더 용이하다.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③ 재난 대응 자원봉사의 모든 것: COAD1)에서 VOAD2)까지, EVC3)에서 VRC4)까지

- 재난대응 자원봉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지역 및 국가의 자발적 

재난구조단체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긴급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고 운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세션 후, 매뉴얼 자료를 제공한다.

④ 비영리 단체 관점에서 CSR을 증진하는 방안

- 현실에서 리기업들은 CSR을 명분으로 비 리단체들과 협력을 시도하지만, 

비 리단체들은 이러한 리기업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본 세션은 

비 리 단체들의 관점에서 비 리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CSR을 증진할 수 있는 5단계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COAD (Communit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s) :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 조직 차원의 활동
2) VOAD (Volunteer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s) : 재난 대응에 대한 자원봉사자 조직 차원의 활동
3) EVC (Emergency Volunteer Center) : 긴급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4) VRC (Volunteer Reception Center) : 자원봉사자 접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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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난 대응 시 적극적인 제3자 되기

- 세션 참가자들은 재난 발생 시 제3자(bystander)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된다. 참석자들은 상황진단방법, 초기대응 제공방법, 긴급구조 담당자들과의 성공적인 

협력사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정서적 지원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는 

비 리단체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⑥ 지역사회 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리더십 구축 및 확장

- 지역사회 비 리단체들은 조직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재능 있고 에너지 넘치는 리더를 찾고 있다.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독특하고 

혁신적인 접근법들을 도입한 세 단체의 사례가 있다. 이 단체들은 새로운 리더십 개발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지역사회 내 리더십과의 관계가 확장되었고 지역사회 내 향력도 

증대되었다. 

⑦ 기업의 재능기부활동 백배 활용하기: JP Morgan Chase & Co.와의 대담

- 비 리단체들은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재능기부활동(skills-based 

volunteering)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JP Morgan Chase & 

Co.는 자사 직원들과 비 리단체들을 연결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 성공적인 사례, 

한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⑧ 촛불재단에 대해 알아보기: 국가봉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간 협력 증진 모델

- 국가의 공공서비스 수혜지역이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소외지역 혹은 그룹이 발생하는 

문제, 혹은 자원봉사자나 자원이 부족한 문제 등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가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지정 봉사 일을 

지역사회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국가봉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⑨ 전략적 홍보 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개발 

-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내용이 좋아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다. 

멋진 조직을 설립해도 지지자들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브랜드 인지도로 해결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 구축의 첫 단계인 전략적 홍보 계획 수립과 개발에 대해 배울 수 

있다. 

⑩ 기업과 비영리단체 간 win-win 파트너십

- 비 리단체들은 조직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늘 제약이 

있었다. 2016 ‘시민 50’ 수상자 Caesars Entertainment와 Hewlett Packard 

Enterprise의 고객 사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Bea Boccalandro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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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단체들이 사회적 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⑪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요구 측정 

- 본 워크숍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는 법과, 진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3) 고등교육

① 민주주의적 참여와 봉사학습 연계 원탁회의

- 민주적 참여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은 공동의 의사결정, 차이에 대한 중개역할 그리고 

공공문제 해결의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 원탁회의를 통해, (1) 우리는 관여된 시민과 

리더를 성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2) 우리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도구로 대중적인 숙고와 봉사학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3)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부터 논쟁이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는 대중적인 숙고와 봉사활동을 

교실수업과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봉사학습 간에 다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② 고등교육의 시민적 목적 증진

- 고등교육 트랙은 시민성, 민주성, 사회정의 촉진에 고등교육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될 것이다. 하나는 대학총장, 두 번째 구성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적 

담론 세션과 봉사학습과 연관된 주요 관리자와 학생들이다. 세 번째 패널은 고용주들이 

고등교육 졸업자들과 고등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가능성을 보는 관점뿐 아니라 

기업들이 기업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고등교육 트랙은 

어떻게 기관들이 더 넓은 사회와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과 봉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을 심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자신과 다른 관점, 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지 검토한다. 

③ 자원봉사와 서비스를 위한 리더를 배양하는 데에 있어 고등교육의 역할: 

대학총장의 관점에서

- 이 세션은 시민성, 민주성, 사회정의를 촉진하는데 있어 고등교육의 역할을 증명한다. 

많은 대학들이 그들의 커리큘럼의 부분으로써 봉사학습과 지역참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트랙은 어떻게 기관들이 더 넓은 사회와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과 봉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을 심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자신과 다른 관점, 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지 검토한다. 

④ 시민적 담론과 시민참여 촉진

- Dr. Mathews, Kettering재단의 CEO 기조연설과 토론. Dr. Mathews는 시민의 숙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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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는데 Kettering재단의 업적과 특히 중요한 대중의 이슈들의 고려를 위한 국내 

대중포럼 후원의 초당파적, 전국적인 네트워크인 National Issue Forums에서 논의할 

것이다.  

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화: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방법과 

고등교육이 함께 파트너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 이 세션은 사회적 책임, 교육적 기회, 젊은 리더십 개발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비 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 기업과 비 리기관들이 

고등교육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와 자원봉사를 증진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은 당신과 당신의 회사 또는 조직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4) 글로벌

① 시민의 참여에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 떠오르는 혁신들

- 세계 리더가 지역사회 참여에서 우리가 Changemaker와 교섭하는 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리라 장담하는 새로운 혁신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② SDGs 달성을 위한 사람들의 참여

- SDGs는 전통적인 실행 수단들이 반드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야심찬 세계 공통 의제의 일환이다. 세계적인 

리더로부터 적극적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배워보자.

③ Pro Bono(프로보노)의 세계적인 추세 - 공익을 위한 재능 동원에 대한 지역적 

견해

- 전 세계의 중개조직 리더로부터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에 대한 그들의 비전과 견해에 대해 들어보자.

④ 경계를 넘어 변화 만들기: 무엇이 가능한가?

- 세계 다른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Changemaker들의 경험을 통해, 경계를 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회와 한계에 대한 견해를 심화시키자.

⑤ 대대적인 선행: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 리더로부터 대규모로 사회적 변화와 참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노력들을 배워보자.

⑥ 선의를 위한 힘으로써의 기업: 세계적으로 직원 자원봉사활동에서 혁신들

- 어떻게 유럽에서 기업들은 그들의 자원봉사 문화를 강화하고 있나? 아시아에서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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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를 위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사내 

창업가들이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당신의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사례를 살펴보자.

5) 신기술과 자원봉사 

① 풀뿌리(지역) 혁신 커뮤니티 만들기

- 우리의 지역(도시)들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혁신이 필요하다. 애틀랜타에서 혁신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도시를 어떻게 더 좋게 변화시켰는지를 배워본다.

②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소셜 데이터(Social Data)

- 자원봉사 참여의 열쇠는 장래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 듣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블랙보우가 우리를 소셜 데이터 

활용 전략을 통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③ 자원봉사 경험치 높이기 : 자원봉사 관리에 사용자 연구결과와 UX 원리를 적용하기

- 여러분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참여과정에 긍정적인 경험만을 

하고 있을까? 사용자 경험조사 및 디자인이 어떤 원리로 더 나은 자원봉사 관리 경험을 

만들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원봉사자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공유하여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워보자.

6)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위한 방안 

① 자원봉사를 통한 환경 이슈 관련 활동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심화

- 자연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도시 자연,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과 강한 연결을 

형성하며, 도시 자연의 장기적 관리에 대한 투여를 불러일으킨다.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골든게이트 국립공원관리소 및 국제자연보호협회의 리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전략을 개발하 으며, 그들의 조직 내에서 자원봉사의 역량과 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는지 이야기 한다. 

② 연결된 공동체는 더 강력하게 복구한다.

- 매년 재난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증가를 가져오고, 질병의 

발생의 빈도와 심각성에 향을 준다. 대비의 근본은 연결에 있다. 연결된 공동체는 

조정된 대응과 복구노력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 강력한 복구를 위해 

지역의 Changemaker의 네트워크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재해완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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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역군인들의 참여: 제2의 사명

- 지난 10년 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퇴역군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0.5%에 달하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헌신은 전 미국인들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군을 떠나 

봉사에 임하는 남녀 퇴역군인들의 기술과, 재능, 강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라 

전역에서 또 각 단체의 자원봉사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리더로 

참여하는 퇴역군인의 활동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④ 시 전역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관심촉진 사례

- 지역의 학교들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가장 큰 기업 11곳에 도전장을 냈다. 우리 

아이들이 직업의 세계와 성공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기업의 문을 

개방하시오. 15 개월 후, 섹터 간 광범위한 협력이 그 해답을 가져왔다. 기업, 교사, 정부 

기관 및 비 리단체들이 한 팀으로 인디애나폴리스의 115개 기업의 고용주들과 

자원봉사자 3,000여명, 교사 400명을 모아 2일에 걸쳐 8학년 학생 7,100명에게 직업에 

관한 감을 불어 넣는 과정을 가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본다. 

⑤ 통합 아동 교육

- 사회적 정서적 역량, 성공적 학업과 평생 복지 간에는 강력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Changemaker는 향력 높은 과외 커리큘럼을 통해 사회 정서적 학습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 및 지역사회 리더십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이미 충분하다.” 낭비의 최소화, 활용의 극대화 

- 구글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나 연회에 참석했을 때 남는 음식은 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쓰레기로 버려진다. 미국 기업들은 연간 2180억 

달러를 안 먹고 남은 음식들을 재배, 가공, 운송, 폐기하는 비용으로 지불한다. 우리와 

함께 운  마진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세계가 직면한 가장 멍청한 문제인 기아를 

종식하는 길을 모색해 보자. 

⑦ 청소년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의 새로운 방향

- 진학이나 성공적 취업을 향한 진로가 항상 똑바른 것은 아니다. 5백만 여명의 

청소년들은 학업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길을 발견하고 기회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인지 배워보자. 

⑧ 다양한 인종의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영향력

-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2월 모든 청(소)년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어린 소년들과 유색인종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 

기회격차에 대해 대응하고자 민-관 파트너십으로 ‘마이 브라더 키퍼’를 실행하도록 하 다. 

자원봉사활성화기금을 통해 볼런티어 플로리다는 지역 단체 및 비 리조직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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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마이 브라더 키퍼의 여섯 이정표를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도왔다. 

해당 사례를 공유한다.

⑨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하기: 교도소 단지 내에서 공동체 만들기

- 평화의 교소도 및 Reaching Out Fron Within(ROFW)의 갱생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재범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ROFW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감자들의 얼굴을 찍은 사진전 ‘변화의 얼굴’은 감금된 혼의 회복을 나타내는 

얼굴들을 보여줄 예정이다. 

⑩ 기회의 장벽을 없애기 (뱅크오브아메리카 후원)

- 경제학 및 기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상태 향상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의 능력은 

당신이 누구냐 보다는 어디에 사는가에 근거한다. 최근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유동성의 길을 제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주민 봉사자들, 

지역의 비 리단체들은 경제적 기회를 안정시키고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을 

공동체의 공간을 재이미지화 해가는 동안 재정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변화를 가속화 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⑪ 봉사를 통해 연대와 인종적 정의에 대한 입장세우기

- 의미 있는 봉사는 인종적 정의를 위한 연대를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Repair 

the World의 방법론은 사회적 향력, 조직적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향력을 

가져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창출하고, 인종차별에 따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참가자들 각자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⑫ 자원봉사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주민과 이민자들의 참여 

- 자원봉사는 이주민과 이민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좋은 방법이다. 공유된 비전을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이주민과 이민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주민과 이민자들의 자원봉사가 기존 공동체 구성원 간에 관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낸 한 공동체의 사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⑬ 도시의 길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전략

- 시카고는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분열에 직면해 있다. 시카고 시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단체로서 Chicago Cares는 통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 

Chicago Cares는 새로운 지역사회 투자전략을 선보이며, 향력이 높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시를 압박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전략 수립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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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연결된 공동체, 동네의 힘을 키우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 저소득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립학교 입학, 공공장소의 부족, 부족한 일자리, 빈곤한 

식량, 건강 문제 등 여러 시스템의 실패와 자주 직면하게 된다. 어떻게 이웃이 서로 

연결되어 보다 안전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고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회복탄력성은 모든 이웃공동체가 

세대가 이어지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방법이다. 

7) 국가서비스 강화(범국가적 봉사)

① REP! 구성원 경험 : 회원 유지 및 참여 프로그램 만들기

-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Americo 구성원들의 참여와 유지에 관한 개요와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천 동향을 보면 평균 30~35%의 Americo 회원들을 2년간 리딩 파트너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규모 그룹에서 Americo의 구성원을 

유지하고 돌아온 회원들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논의하며 상호작용 

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자신의 기관으로 가지고 돌아갈 실천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② 21세기를 위한 친절한 인력 만들기 : Americo 회원 관리

- 넓은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Americo에 개인적으로 

가입한다. 서비스 환경에서의 실적 기대치와 행동 관리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자기인식과 소프트스킬을 개발하는 중요한 대화를 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회원들이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부정책 및 절차개발의 

모범사례를 검토함.

③ 적절한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기 : 강력한 Americo 리더십 팀 만들기

- 개인의 성공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진짜 사람들처럼 프로젝트 

리더십을 보는 것이 Americo 회원들에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리더십이 

회원들을 인정하고, 질문에 빨리 대답해주며, 회원들과 서로 마주보는 시간을 분배하고, 

투명한 조직 목표를 수립하고, 피드백을 구현하고, 당신의 Americo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상시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상근전문가가 되는 이 점에 대해 배울 

것이다.

④ 선출직 공무원의 국가 서비스와 자원봉사 참여 촉진

- 미국 봉사 위원회, 국가 봉사를 위한 목소리, 봉사의 해, 국가 및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연합은 국가 서비스 법령 및 기금 현황의 최근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서비스의 

미래를 대비한 전망을 공유하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29》

8) 자원봉사 참여 

① 자원봉사자 참여 트랙 열기

-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하고, 환 하고 인정·격려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힘 : 표면적인 영향력에서 사회지향적인 영향력으로의 이동

-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깊은 성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의 성장, 

변화, 사회적인 관계개선 등

③ 행복한 자원봉사자의 세 개의 ‘C’ : 편안함(Comfort), 편리함(Convenience), 

연결(Connection)

-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지기술에 대해서

④ 군인 조직사회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 군인에 가장 적합한 자원 봉사 활동, 동기부여 방법

⑤ 역량기반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기술 분야에 여성 참여 및 고용

- 비 리 단체의 리더십 육성, 프로보노 방법, 리기업의 다양한 기술을 가진 봉사자 

활용

⑥ 자원봉사자와의 업무에 참여 및 준비가 되도록 직원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 자원봉사자와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자의 역량과 방법, 슈퍼비전

⑦ 이상에서 실제로: 고등학교의 명예와 자원봉사 사회를 위하여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⑧ 자원봉사자 참여의 여섯 트렌드와 그것이 미래의 실천을 위한 의미

- 자원봉사 모집, 면접, 배치, 일감설계와 유지에 있어서 변화해야 할 것들

⑨ “나는 당신이 원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나를 매혹적이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활용하게 하는 방법

- 숙련되고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참여하게 하는 방법-학습랩의 방식으로 진행

⑩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의 기관이 필요로 하기 원하는 자원봉사 참여 리더인가?

-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리더십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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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Wow!’의 순간 ― 고객서비스 전략이 비영리조직의 자원봉사자 참여로 변형하는 

방법

- 혁신적인 기업의 고객관리에서 배우는 자원봉사자 관리전략

⑫ 2017 글로벌 자원봉사자 관리 과정 보고서: 주요 트렌드와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

- 자원봉사관리와 자원의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경 하는 

중요한 관점 찾기

7. 주관기관 소개 : 촛불재단(Points of Light)

○ 1990년도에 설립된 촛불재단은 미국 전역에 있는 민간봉사단체들을 회원단체

로 하고 운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민간기구로서 봉사활동의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함으

로서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혁신적 시민 정신의 발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

다. 

○ Points of Light는 미국의 양 정당을 아우르고 美 대통령의 정신에 입각한 대

표적 자원봉사단체로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

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 2007년 자원봉사센터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산하 자원봉사센터들이 민간 자원봉사 액션네트워크인 핸즈온 자

원봉사 네트워크(HandsOn Network)에 통합되면서, Points of Light 

Institute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 및 네트워크의 기능이 강화된 조직으로 정비

된 바 있다. 

○ 미국 전역에 250여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HandsOn Network, 글로벌청소년 

자원봉사 운동인 generationOn, 아메리코 봉사단 동문회(AmeriCorps 

Alums), Points of Light 기업 연구소(Corporate Institute) 등의 사업을 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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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보고

1. Service Unites Summit

 

운동을 만들어 나가다 : 

사회변화의 주역들, Service Unites Summit에서 행동을 촉구하다

 

 운동생성의 테마, 여성의 권한부여, 경제와 사회정의를 아우르는 Service Unites Summit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

니다. 시애틀의 원주민 부족장의 후손인 Ken Workman은 원주민어인 Duwamish어로 Lushootseed

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Tulalip, Tsleil-Waututh의 학자이자 장학생 그리고 리더인 

Kayah George는 연민은 모두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며 인류애에는 한계가 없다는 힘찬 메시지로 

Service Unites Summit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순간도 운동으로 만들다.

Starbucks의 CEO인  Kevin Johnson은 "이 전당에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는 공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

한다는 것에 대한 신념은 환희를 자아냅니다. 그 신념이 봉사를 결집시킴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

니다. 지속 가능성과 기회 및 공동체란 이 세 가지의 핵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벅스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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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판으로 참전용사와 군인의 배우자, 난민 및 Opportunity Youth(기회 청소년)을 고용촉진 하

도록 전념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 습니다. 

 Points of Light의 Neil Bush 회장은 전 세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결집시키

는 봉사의 힘에 대해 말하면서 개개인이 변화의 불씨를 지필 힘이 있다고 연설에서 열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부시 회장은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상의-하달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비롯됩니다."라고 연

설하 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발적인 봉사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사실, 자원봉사의 

기본개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본질이며 미국의 국가적 핵심특성이라고 언급하 습니다. Bush회장

은 백악관에서 2018년의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AmeriCorps와 Senior Corps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예산의 삭감안을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 청중들

에게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함께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 참여자들은 Thunderclap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서비스를 위해 Points of 

Light와 Voices for National Service 사이의 협력으로 운 되는 Thunderclap은 555개 도시에서 

1,635 명의 개인과 단체의 지지를 받아 삭감이 아니라, 국가 봉사를 위해 국회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Stand4Service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보도된 캠페인의 참여자는 359만 명

에 이릅니다.

 Bush 회장은 전국의 봉사 프로그램들이 수천 개 조직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초석이 되었

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재차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를 100%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oints of Light CEO인 Tracy Hoover는 올해가 깊은 좌절감과 고조되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시기란 것을 강조하면서 최선의 대응은 자원봉사를 통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보는 정책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인해 이뤄질 것입니다." 라고 Tracy Hoover 언급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며 서로를 변화의 매개자로 격려해야 합니다. 

Tracy Hoover 대표는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향을 미친다.”는 이상을 인용하며, "우리의 운명은 함께 점차적으

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개인의 헌신을 통한 행동으로서의 선례인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CEO인 M. 

Sanjayan 박사와 젊은 발명가인 Ashton Cofer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었습

니다. "지구의 멸장은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대중들에게 경각심

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15세에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Cofer는 

스티로폼을 탄소로 변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물을 정화하여 글로벌문제 해결에 대한 일거

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ofer는 우리 모두가 발명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방법

으로 시작하여 추가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만약, 팀워크를 발휘하고 과학을 사용하면 이런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연설하 습니다. 

 Citizens United의 CEO인 Eric Liu는 "우리 시민의 기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

른 유형의 기후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국가적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Liu는 이러한 프로

그램이 우리를 공통된 목적과 염원으로 묶어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Liu 대변인은 "오늘은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섰으며 우리 모두가 국가봉사를 지지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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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완전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의 힘을 키우자. 

  PepsiCo의 CHRO(인적자본관리)인 Umran Beba는 이 대화를 여성과 소녀들의 권한부여 측면에서 

전환하여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줄 기회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덧붙 습니다. 

 구전언어와 관련한 시인인 Tonya Ingram과 수상 경력에 빛나는 언론인 Tamron Hall은 여성과 소

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설하 습니다. Nexus의 공동 설립자

인 Rachel Gerrol, Beba와 Cheryl Strayed("Wild"의 작가), Sarah Hurwitz(Michelle Obama의 전 

연설문 작성자)와 Zoe 's Dolls의 CEO인 10 세의 Zoe Terry의 패널을 이끌었습니다. Zoe Terry라

는 어린 사회적 기업가는 "소녀처럼 행동합시다." 라고 말해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낡은 모욕에 

대해 현명하게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강하고 막강하며 대담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changemaker입니다. " 라고 말

하며 Zoe는 기성세대들이 어린 소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지만 막강합니다!" 라고 Strayed는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는 성별에 관한 문화적인 

이야기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Hurwitz는 관객들에게 여성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용기를 찾

아야 한다고 상기했습니다.

Changemaker를 위한 경제 유동성과 사회정의

 Bank of America 자선재단의 대표인 Kerry Sullivan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유동성

의 중요성을 언급하 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사람들을 변화의 중심에 두어 성공으로 가두를 만드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단의 전직 아동병사로서 예술가, 활동가, 배우 및 작가로 활동 중인 Emmanuel Jal은 "이 곳의 모

든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이 가득한 음악공연과 함께 모든 사

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공감되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Jal은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저는 어떤 여자가 걱정되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열망하기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ING 5 기자인 Elisa Hahn은 시애틀 경찰국의 Carmen Best와 감옥 개혁운동가인 Suellen Fried 

그리고 Mothers for Police Accountability 재단의 Harriett G. Walden 목사들의 패널을 이끌었습

니다.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패널리스트의 명사들은 청년층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 및 투자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취약 상황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이

며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테이블에 없다면 당신은 메뉴일 수도 있

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테이블에 존재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라고 Best 부청장은 말했습니다.

 유색인종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에 간 Mae Jemison 박사는 에너지가 넘치고 감이 가득한 연설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하 습니다. Mae Jemison 박사가 STEM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Daily Point of Light Award를 수상하 습니다. Mae Jemison 박사는 "제 모든 과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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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Mae Jemison 박사는 

Alice Walker의 말인 '꽃은 피우고자 하는 것이 본연의 특성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모두가 만개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연설

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세부 일정

6월 19일(월)
13:00~15:30

주 제 ‘Selma’ Film Star Tara Ochs’ One Woman Show

참 여 Tara Ochs

내 용

- 오스카 시상식에 지명된 화 Selma에서 미국 인권운동가인 Viola Liuzzo 역을 맡은 Tara Ochs는 
역할에서 감을 받아 Ons Woman Show “White Woman in Progress”를 쓰고 공연하 다. One 
Woman Show는 개인의 힘을 옹호하며, 특권, 인종 그리고 사회정의를 둘러싼 열린 대화를 해 나가고자 
한다.

6월 19일(월)
13:00~17:00

주 제 Volunteer Generation Fund Convening

참 여 America’s Service Commissions

내 용

- 자원봉사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는 세션으로, 강의 형식이 아닌 상호 토론을 통해 경험을 
공유

- 자원봉사 발전기금 모금에 있어서 기부자에게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자원봉사 활동 발전기금에 대한 임팩트의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시민들로 하여금 발전기금에 돈을 주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에 따른 사회적 임팩트는 모두 다를 것인데, 과연 평등한 모금이 가능할 것인가?

- 발전기금이 사용되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
발전기금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옳은가?
조직에서 발전기금에 대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은가?

- 모임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1:1로 질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 후 내용을 요약,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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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월)
13:45~15:00

주 제 “Walk”shop – Recovery Cafe

 내 용

- Recovery Café는 알콜 중독, 마약중독, 정신질환 또는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공간이다.

- 재원마련은 정부로부터 15%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85%는 재단 및 단체, 개인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 멤버들의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면, 직접 강좌를 개설해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것이 곧 

직업체험으로 연결된다.
- Recovery Café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자원봉사자를 위해 매년 새로운 테마로 응원과 감사를 전하는데, 

이번은 ‘KEY’를 주제로 멤버와 운 자들이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감사메시지를 담아 
벽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인정, 보상한다.

- 지금까지 Recovery Café를 운 하며 실패사례나 중도포기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환 한다는 사실을 잠재적 멤버(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이)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 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6월 20일(화) 
14:00~15:30

주 제
 Volunteer engagement track opening – 

 join the movement : passion into progress forum

참 여

· Georgette Bhathena, Western Region Executive, 
· Gloria Chun, Supervising Attorney and Pro Bono
· Sergeant Noah Galloway, Army Veteran, Speaker, 
· Amal Kassir, Spoken Word Artist  
· Rick Lynch, Principal Consultant, Lynch Associates  
· Aoife McArdle
· Jenné Myers, Chief Executive Officer, Chicago Cares

내 용

- 자원봉사 참여방안에 대한 오프닝 세션, 전체적인 방향성을 논의
- 스피커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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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화) 
14:00~15:30

주 제 Business Track Opening 

참 여
Aaron Hurst, Andrew Kassoy, Bill Mcsherry, Diane Melley, 
Erin Connor, Lauren Woodman, Mike Philips, Nick 
Costides, Wendy Collie

내 용

- 각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 자원봉사 사례를 소개
- 첫 번째로, 난민을 위해 Wi-Fi를 지원하는 기업

· 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가족과 연결될 수 있고, 자원을 구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얻기 위해 난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Wi-Fi. 

 ·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기업자원봉사임
- 두 번째로, 사회공헌의 척도를 개발하여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 B-Lab과 사회공헌척도가 높은 

New Seasons Market
 ·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공헌 척도를 개발해 다른 사회적 기업들의 환원을 독려하고 기업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 B-Lab. 
 · B-Lab의 척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New Seasons Market 기업 운 전반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 하는 민주적 운 방식을 채택한 New Seasons Market은 세 농민들의 합리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B-core제품을 홍보하고 지원하며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세 번째로, 아프리카에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는 구호사업 UPS
  · 우편회사, 드론생산업체, 국제기구 3자간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에 약을 배달한다. 전문적인 기술은 물론 

파트너십이 가장 필요한 요건이다.
- 네 번째로, 인공지능 전담변호사 사례를 제시했다.

6월 20일(화) 

16:00~17:30

주 제
Emerging Innovations in Civic Engagement 

That are Changing the World 
– Track Sponsored by The Walt Disney Company

참 여

· Celina de Sola, Co-Founder and VP of Programs,
  Glasswing International  
· Kostapanos Miliaressis, Co-Founder, Ethelon  
· André Cervi, Co-founder, Atados and Abraço Cultural  
· Jonathas Barreto, Sr. Director, Global, Points of Light 

내 용

- 시민 참여가 자원봉사에 미치는 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3개의 사례를 발표
- 자원봉사자들은 행동의 방법, 목적,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
- 각 발표자가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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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화) 
16:00~17:30

주 제
Corporate Responsibility Advancement: 

The Nonprofit’s Answer to CSR

참 여 Ben Bisbee

내 용

- CSR분야는 비 리단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기업과 비 리기관이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갖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CRA(Corporate Responsibility Advancement)의 5단계 과정

① Map your assets
② Mission vs Motion
③ New asset development
④ Matrix relationship development
⑤ Create a collaborative culture

6월 21일(수)
10:30~12:00

주 제
Global Trends in Pro Bono – 

Regional Insights into Mobilizing Talent for Good

참 여
Andras Toth, Elizabeth Schwan-Rosenwald, Jaime Ulloa, 
Shalabh Sahai

내 용 

-  Pro Bono는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 도움을 주면서 비 리기관이나 자선단체들에게 기업의 수준 
높은 기술, 지식, 정보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Trabajo Voluntario는 사회에 가장 높은 향을 발생시키기 위해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도록 그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변형하는 자원봉사의 성숙 모델로 
관리수준과 헌신수준에 따라  ①Campaigns for volunteers, ②Episodic Volunteering, ③Skills-based 
volunteering, ④Entrepreneurial Volunteering, ⑤Social Entrepreneurs로 나타냈다. 

6월 21일(수) 
10:30~12:00

주 제 Data listening session

내 용

-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토론
- 자원봉사자의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이 공표한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등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개발 중
- 자원봉사자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사이의 소통통로를 만드는 것은 현안 중, 매우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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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수) 

13:30~15:00

주 제
Volunteer Background Screening in 2017: 

What the Research Says – Track Sponsored by UPS

참 여 Katie Zwetzig, Executive Director, Verified Volunteers

내 용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자 선별 과정과 참여 동기 유발에 대해 논의
- 자원봉사자를 선별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자원봉사자 선별 시 필요조건으로 봐서는 안 되며, 

충분조건으로 보아야 함

6월 21일(수)
13:30~15:00

주 제
The Volunteer Journey: Maximizing Recruitment through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Improving Volunteer 
On-Boarding

참 여 Gary Bagley

내 용

- 자원봉사자의 탈락을 줄이기 위해
- 자원봉사자가 다시금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는
-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새롭고 향상된 전략들
- 자원봉사 시간 채우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지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횟수 등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에 따라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축하 메세지와 
스토리를 전달하여 자원봉사를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팀리더에게 보상을 주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월 21일(수)
15:30~17:00

주 제 Engaging Skilled Volunteers: Catch ‘Em and Keep ’Em

참 여 Carla Lehn

내 용

- 자원봉사 위치 설명 요소: Position overview and Impact, Key Responsibilities, 
Qualifications, Training and Support Provided, Time Commitment, Length of 
commitment, Benefits of Volunteering, Collaborator, Location, Contact Person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 강연자는 비 리단체가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job description을 신중히 서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행사지원업무’라는 간단하고 추상적인 말보다, ‘행사지원을 통해서 주민
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함’와 같은 구체적인 서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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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수) 

15:30~17:00

주 제
Connect Communities, Strengthen Neighborhoods and

Build Resiliency

참 여
Karla Ballard Williams, Co-Founder and CEO, YING, 

Cid Ballard Williams, Co-Founder & Veteran Affairs, YING

내 용

- 3명이 한 조가 되어 자신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술을 3개씩 정리, 서로 이야기 함
- 국 타임뱅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6월 21일(수) 

17:30~19:00

주 제  Empower Closing Celebration

내 용

- 폐막식은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짧게 연설을 연달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올해의 인물로 지정된 Zach Ingrasci나 유명한 사회 활동가 Noah Galloway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축하하는 분위기로 진행 되었다.

3. 기타 트랙

● 자원봉사 참여촉진 트랙

- 자원봉사 참여관리는 행정적 ‘관리’의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전인적인 

접근의 관점이 필요함을 역설

 ① Volunteer Engagement Track Opening

   -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하고, 환 하고 인정, 격려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사들의 언급을 재정리

 ② The Power of Volunteers: Moving from Surface Impact to Societal Impact

   -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로 시야를 확장.

 ③ The 3 C's of Happy Volunteers: Comfort, Convenience and Connection

   -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지기술로서 제시하는 ‘C’의 적용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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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Developing and Retaining Nonprofit Leaders through Skills-Based Volunteering

   - 기술, 역량,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 리 단체에 참여시킴으로써 리더십을 보강할 수 있는 

접근법과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접근법이다.

 ⑤ Inspiring Staff Engagement and Readiness in Working with Volunteers

   - 전문 실무자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회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자의 직무구성과 역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제

 ⑥ From Idea to Reality: Harnessing High School Honors and Service Society Students as 

Volunteers

  -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는 봉사학습으로서, 대학진학 등과 연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의무시간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

 ⑦ 6 Trends in Volunteer Engagement and What They Mean for Future Practice

  - 자원봉사 모집, 면접, 배치, 일감설계와 유지에 있어서 변화해야 할 것들로서 앞으로 관리업무에서 

적용해야 하는 관점의 변화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짐

 ⑧ Millennials Got You Down?

   - 레니얼 세대의 공공 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무학습이 아니라, 그 세대가 가진 

연결에 대한 호감과 친 한 코드를 적용.

 ⑨ Volunteer Background Screening in 2017: What the Research Says

   - 자원봉사의 동향과 변화이해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미국의 노동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추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⑩ The 2017 Global Volunteer Management Progress Report: Key Trends and How to 

Use Them

   - 자원봉사관리와 자원의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경 하는 중요한 

관점 찾음

 ⑪ Yours, Mine and Ours: Empowering Volunteers to Serve Within and Beyond Your 

Organization

   - 조직에 소속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화는 전통적인 자원봉사단 

조직을 벗어나는 일시적, 일회적, 캠페인식의 자원봉사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법이다.

● 고등교육에서 자원봉사 트랙 

 ① 지금 시민사회는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가?

   - 지역공동체에 토대를 둔 리더십: 공동체,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되고 있는 다양한 변화

의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



《41》

   -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리더십: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와 정치, 정당문제가 아니

라, 시장이 요구하는 기업형 인재육성에 매몰된 고등교육에서 원인이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위

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리더

십을 키워내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

   - 새로운 리더십 역량: 리더십은 공동체참여를 촉진하는 기술, 의사소통의 능력이 핵심이다.

 ② 각 세대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리더십 형성

   - 청소년교육의 과제: 대학진학을 위한 봉사학습의 과제설정이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서 

사회참여의 경험, 균형 잡힌 시민성이 대학교육을 위한 커리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 대학교육의 과제: 기업에서 심각한 위기로 인식(CEO 77%)되는 인성과 사회적 리더십이 없는 대

학졸업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교육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야

가 협력하여 새로운 대학생 리더십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

   - 노인세대의 과제: Silver Tsunami -> Golden opportunity

   - 사회의 커리어 개발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과제: 이민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사회적 경력

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의 사다리를 제공

 ③ 커리어 개발로서 자원봉사

   - 의미 있는 봉사학습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성과평가를 전제로 활동이 설

계되어야 함.

   - 임팩트 있는 활동의 주제설정을 지원해야 한다.

   -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 기회는 자원봉사

 ④ 관련 당사자의 역할 찾기

   - 대학교육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

   - 정부의 지원역할과 방식

   -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변화

   - 자원봉사자의 학습방식

 ⑤ 주목할 만한 단체

   - Kettering Foundation (CEO. David Math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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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방문(Bill&Melinda Gates Foundation Visitor Center)

○ 개 요

-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은 게이츠가족재단으로서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음. 

방문자센터를 기점으로 뒤쪽에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시애틀 캠퍼스가 부지 1만 

4천 5백여 평, 건물면적 3만 6천여 평에 걸쳐 자리하고 있음. 

○ 방문자센터의 구성

① 웰컴 갤러리 – 재단이 가족재단을 표방하는 만큼 빌게이츠의 아버지, 부인인 

멜린다 등 가족구성원의 이야기와 주요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비디오 및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

② 재단 사업 소개 섹션 – 재단의 연도별 사업 소개, 주요 사업들의 임팩트 소개 등. 

재단의 가치와 열정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여줌. 방문자들이 직접 자신의 

재단을 꿈꿔볼 수 있는 코너. What would your foundation do?

③ 파트너십 갤러리 – 복잡한 이슈들과 관련해 기부금과 파트너들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섹션

④ Theater – 재단의 여러 파트너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줌

⑤ 혁신과 감의 갤러리 – 위에 까지 보고 방문자들이 직접 자신들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있는 코너. 기술과 재능,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적어보게끔 하는 체험 코너

⑥ 사이드워크 코너 – 어린이 이슈와 관련된 도서 전시 및 책 소개, YWCA의 미션 

코너, 아프리카 물 긷는 아이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보기 등 

 

○ 소 감

- 우리가 방문했을 때 기획 이벤트는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는데,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소망과 다짐 같은 것을 적어서 게시하도록 하는 코너가 있었음. 

- 방문자센터 자체가 홍보관 이라기보다는 교육관에 가까우며, 재단이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와 변화들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됨.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센터의 코스 자체가 스토리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가족재단의 취지-관심 이슈-변화와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음.

- 방문자센터 초입에 We are impatient optimist라고 쓰여 있는데, 재단캠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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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 있다고 함. ‘impatient optimist’라는 사이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들의 해법을 제안하거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reate Your Own 섹션이 가장 인상적이었음. 방문자 스스로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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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회사

 Points of Light ; 
 Thank you and see you next year!

 시애틀에서 열린 2017 Conference on Volunteering and Service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현 가능한 도전과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성공을 축하하는 혁신가와 

향력 있는 사람들의 멋지고 막강한 융합의 기회 습니다. 

 우리는 매년,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퍼런스에 도착했을 때, 풍부하고 다양한 사고와 내용이 깃들어 있으며 

에너지와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이 담긴 경험을 통해 공동으로 기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에 Pacific Northwest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감으로 찬 혼과 진정성이 가득 담긴 곳으로 

시애틀은 남겨질 것입니다.

 이 연례모임은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부분은 부흥을 또 다른 부분은 이상(신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애틀 부족장의 후예인 Ken Workman을 통해 미국 전통 원주민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활동가이자 예술가인 Mike Ellison, 수상의 광에 빛나는 구어체 

시인인 Tonya Ingram, 수단의 난민이나 전직 아동병사 던 Emmanuel Jal 및 그래미상 후보 Hollis 

Wong-Wear의 멋진 공연으로 감동적인 마음의 동요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모두를 위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경제적 유동성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올해, Civic 50에서는 미국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을 통해 무인기를  

좋은 일을 위해 배치하는 것, 난민을 그들의 가족과 연결시키는 기술 등의 사업 혁신에 대해서도 

접하 습니다.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우주에 간 Mae Jemison 박사를 통해 경이를 

경험하며 그녀가 교육발전에 헌신한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Daily Point of Light award를 

수여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봉사를 위해 Thunderclap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음성을 전파하 습니다. 또한, 미키와 미니마우스의 Disney와 

Points of Light가 새롭게 합류하여 더 많은 가족 자원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을 주고 격려할 

것을 공포하 습니다.

 활기차고 혁신적인 시애틀을 배경으로 깊이 있는 성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공간인 그 유명한 Benaroya Hall과 Museum of Pop Culture 그리고 시애틀의 

주요한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하기도 하 습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은 

시애틀 준비위원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인상적인 라인업이 돋보이는 스폰서들도 우리가 이 경험들을 만끽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The UPS 재단과 함께 Disney, JPMorgan Chase, PepsiCo 재단, Starbucks, Bank of America, 

Boeing, Deloitte, KeyBank, Verified Volunteers, Target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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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Points of Light의 고향인 Atlanta로 여러분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Facebook 및 

Twitter를 참조하셔서 조기 등록 및 할인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귀하께서 각자의 섹터에서 하시는 

모든 특별하고 중요한 일과 공헌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사의 이름 아래,

Tracy Hoover(Points of Light 대표 및 CEO), Neil Bush(Points of Light 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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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 사업 추진

추진내용

1. 참가자 및 지원자 선정

○ 발표자 참가․지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7. 5. 15. 및 2017. 7. 3. 두 차례에 걸쳐 발송

- 방식: 회원단체 및 전국 자원봉사센터 공문 발송

○ 참가비 지원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7. 8. 17. ~ 8. 31.

- 방식: 홈페이지 공지 및 회원단체 대상 안내 공문 발송 

○ 일반참가자 신청안내 및 모집 

- 기간: 2017. 8. 17. ~ 8. 31.

- 방식: 홈페이지 공지 및 회원단체․전국 자원봉사센터 대상 안내 공문 발송 

○ 참가비 지원자 선정 

- 날짜: 2017. 9. 14.

- 방식: 내부 선정위원회 심사

2. 여행자 선정

○ 공고 및 접수기간: 8. 14. ~ 8. 25.

○ 선정방식: 신청 자격을 갖춘 관련 업체의 신청 및 제안 설명 후 증빙자료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업체 선정 

○ 선정업체: ㈜롯데JTB

○ 선정날짜: 2017. 8. 28.

3. 사전워크숍 실시 및 안내자료 발송

○ 참가자 전원 대상 사전워크숍 실시

- 일시: 2017. 10. 26. 16:00~18:00

- 장소: 세계화연구센터(서울역 14번 출구)

- 참가자: 대회 참가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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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IAVE 역사,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안내, 참석자간 조 

구성 및 네트워킹

- 진행순서

  

16:00~16:10(10′) 참가자 인사

16:10~17:20(70′)

IAVE 기관 소개

AP 대회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전체 일정 안내

일반 사항 안내

17:20~17:30(10′) 질의응답

17:30~17:50(20′) 조별 모임

 

○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후부터 대회 참가 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세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정보를 참가자에게 송부

- 1차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주요 강연자 소개, 현지 자원봉사 활동 안내 등

- 2차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업데이트 정보 안내, 대회 일정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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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자원봉사 체험 활동 장소 안내, 참가자 연락처 공유 등

- 3차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업데이트 정보 안내, 전체 일정 변동사항 안내, 현

지 자원봉사 체험 활동 장소 최종 확정 안내, 출발일정 및 여행 전반에 관한 

정보 안내

  
1차(11월 3일) 2차(11월 10일) 3차(11월 17일)

4. 대회참가

○ 일시: 2017. 11. 21.(화) ~ 27.(월) / 5박 7일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 주최: Yayasan Salam Malaysia

○ 대회규모: 전 세계 26개국 600여 명 참가

○ 한국 참가단: 34명

○ 참가일정: 대회 참가, 자원봉사 현장, 문화체험 등

5. 사후 평가회의

○ 일시: 2017. 11. 25.(토) 10:00~12:00

○ 장소: 동산산업 4층 회의실(서울역 14번 출구)

○ 참가자: 대회참가자 전원

○ 내용: 전체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 참가 소감 및 평가 등 

6. 결과보고서 제작 및 사업완료

○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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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연도 개최지 차수 연도 개최지

1 일본/나고야 87.11.04-07 9 필리핀/마닐라 03.11.07-10

2 피지 89.06.12-15 10 중국/홍콩 05.11.07-10

3 싱가폴/싱가폴 91.07.06-10 11 일본/나고야 07.12.07-11

4 호주/캔버라 93.10.13-15 12 대만/가오슝 09.11.26-29

5 필리핀/마닐라 95.11.19-22 13 한국/경남 창원 11.10.28-31

6 한국/서울 97.04.09-13 14 홍콩/마카오 13.12.07-11

7 대만/타이페이 99.11.06-10 15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7.11.22-26

8 인도/뉴델리 01.10.27-30

참가 세부내용

1. 사업 개요 및 컨퍼런스 소개

○ 사업명 : 제1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자대회

○ 기간 : 2017. 11. 21.(화) ~ 11. 27.(월) / 5박 7일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 주최 : IAVE 및 Yayasan Salam Malaysia

○ 구성 : 6개의 대주제 아래 100개 이상의 워크숍/포럼 세션

○ 참가대상 : 아․태지역 및 전 세계 자원봉사계 관계자 600여 명

 

2. 컨퍼런스 목적

· 세계 흐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회에서 도출된 실천과제를 전 세계자원봉사자들이 공통실천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상호 배움의 장을 여는 계기 

마련

· 대회를 통해 정책가, 전문가,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고 풀뿌리 자

원봉사자들의 교류 지지

3. 컨퍼런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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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퍼런스 내용

○ 대주제

  “The Power of Volunteering: What have you changed?”

자원봉사의 힘: 당신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 세부주제

① 리더십 ② 기술과 사회혁신

③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 빈곤, 

교육,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④ 재정적 지속 가능성

⑤ 기업 자원봉사 ⑥ 전략적 파트너십

1) 리더십

보다 효율적인 봉사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리더들과 기관들의 수용력을 기르는 

방법; 봉사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 완벽한 봉사자 관리를 위

해 필요한 규범과 실천; 자원봉사 희망자들과 관련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이어

줄 방법 등

2) 기술과 사회 혁신

디지털 봉사의 급성장; 사회&시민 기업가들&기타 혁신적인 프로그램 및 실천들

이 봉사와 갖는 관계

3)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 빈곤, 교육,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어

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는, 봉사를 빈곤·교육·기후 변화에 적용시킴으로써 얻

은 교훈, 봉사 프로젝트 및 계획을 전시하는 것에 초점

4) 재정적 지속 가능성

NGO와 자원봉사관련 단체들의 재정 자립과 적절한 자원 확보 위한 새로운 방

법 탐구

5) 기업 자원봉사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발달한 기업 프로그램; 프로보노 서비스의 증가; 

직원 참여와 직원들의 지식·기술 및 리더십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봉사 활동; 기업, NGO(비정부 기구), 정부 사이의 효율적이고 지속되는 파트너

십 구축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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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목)

11:00 대회 등록

19:30 축하 만찬

2017. 11. 24. (금)

9:00
개회식 및 기조강연
“자원봉사의 힘”

10:30 휴식

11:00 브레이크아웃 세션

12:30 점심식사

14:00 포럼

15:30 휴식

16:00 브레이크아웃 세션

2017. 11. 25. (토)

9:00
기조강연
“변화 만들기”

10:30 휴식

11:00 브레이크아웃 세션

12:30 점심식사

14:00 포럼

15:30 휴식

16:00 말레이시아 경험하기: Batik페인팅 활동

2017. 11. 26. (일)

9:00
기조강연
“자원봉사 선도”

10:30 휴식

11:00
폐회식
“자원봉사의 힘”

6) 전략적 파트너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부, 기업, 

재단, 기타 단체들과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 공

유

5. 세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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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퍼런스 주요 장소

○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

         - 행 사: 컨퍼런스 전반의 주요 포럼 및 회담, 

                 워크숍 및 갈라 디너 진행 장소

         - 위 치: Jalan Pinang, Kuala Lumpur City Centre, 50088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Malaysia

         - 기 타

           · 컨벤션센터는 주로 2~4층 이용

           · 1층은 박람회장으로 이용

           · 지층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집되어 있으며 지하철역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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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기관 소개 :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 소개

- 1970년 설립

- 자원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 연계

- 전 세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70개 이상의 회원국과 네트워크

- 미국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 UN ECOSOC(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자문 및 UN 공보부 소속

- 유럽연합 NGO 회원

- UN 자원봉사자들과 강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조직 및 규모

- 70여 개국 개인 및 단체 회원

- 36개 글로벌 기업체로 구성(삼성, SK, 나이키, 코카콜라, 디즈니 등)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한국의 국가대표(National Representative) 단체

○ 비전

- 공정하고 평화적인 국제 자원봉사문화 형성에 기여

○ 미션

- 자원봉사지도자들이 화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원

봉사 문화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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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세계 각국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

사활동 도모

- 전 세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관 단체로서 IAVE 역할 강화

-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활동,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개선

과 실행을 위한 능력 배양

- 모범적 거버넌스와 효율적 조직관리 유지

○ 4대 핵심사업

- 세계대회개최

 · 1970년을 시작으로 격년 세계대회 개최

 · 2002년 제17차 대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 2014년 제23차 대회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 

 · 2016년 제24차 대회 멕시코 멕시코시티 개최

 · 2018년 제25차 대회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개최 예정

- 지역대회 개최

 ·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격년으로 IAVE 지역대회 개최

 · 1997년과 2011년에는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 대회를 대한민국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개최

 · 2013년 마카오에서 IAVE 아태지역대회 개최

 ·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IAVE 아태지역대회 개최

- 뉴스레터 및 각종 간행물 발행, 기업 및 자원봉사 연구

 · e-IAVE 등 정기뉴스레터 및 각종 간행물 발행

 · 글로벌 기업, 자원봉사관련 연구 및 정보 보급

- 그 외 사업

 · 자원봉사센터 설립지원

 · NGO 단체들과 다양한 조직들 간 파트너십 구축

 · 네트워크 개발

 · 전 세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 자원봉사활동 가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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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보고

1. Opening Gala Dinner

Assalamualaikum and a very good evening!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여성가족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제15회 2017년 IAVE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에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오신 것을 환 합니다. 이번 행사에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표들이 오셔서 무려 26개국이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Yayasan Salam Malaysia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77년 이 단체의 설립 이래로 계속 함께해왔습니다. 1997년에는 trustee로도 활동했고, 비록 

장관직으로 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으나 여전히 SALAM Malaysia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SALAM Malaysia는 시작은 미약하 지만 자원봉사의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향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고, 지난 20년 간 비전과 임무에 충실하며 말레이시아와 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나라를 세 개의 부문으로 분류합니다. 정부, 민간부문,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과 기타 압력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단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로 활동함으로써 오히려 목표를 수월하게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개념으로서의 자원봉사는 ‘자선’의 부정적인 어의(語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강한 경제와 국가의 기초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이 사회의 필요를 인지하고 정부나 다른 기관들보다도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강압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인지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자원봉사는 

진정으로 자발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정부나 정치적, 종교적 제휴, 그리고 속한 집단과는 

별개로 인간으로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에 기초를 둡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수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어쩌면 더 논란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자원봉사는 이기심(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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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반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며,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를 지지할 도덕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들을 돕지 않는 이상 자신에 절대 만족할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서로 돕는 행동은 그 지역사회와 국가를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자원봉사는 실용적인 사익(私益)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현재와 같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옵션을 고려해야하는 시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넓혀지는 경제적 격차와 성장패턴의 변화에 

의해 생긴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의 향 속에서 사회 변혁과 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부문인 시민사회의 발전과 강화가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비록 묘책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도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단체의 

잠재적 역할과 향을 인정하는 이번 대회는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히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이 부문이야말로 발전의 격차를 채우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저는 개인의 삶, 가족, 그리고 사회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대한 향을 미칠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그 모든 변화의 핵심에 

있습니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투자하고 조취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좋은 처방이 됩니다. 개인과 기관의 노력이 

조화되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자원봉사단체만큼은 경쟁보다 협동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정신을 반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적, 국지적, 지역적 관점들이 

반 되어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대표들이 

탄탄하고 정직한, 비판적인 토론 및 사고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의 세계에서 작은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큰 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제게 특별한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Wabillahi taufik walhidayah, Wassalamualaikum WBT.

(신의 가호 속에 성공과 이끎이 있습니다. 그대에게도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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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일정

11월 23일(목)

11월 23일(목) 

19:00~22:00

주 제 Opening Gala Dinner

참 여 · Hon ‘Dato’ Sri Rohani Abdul Karim(여성·가족·지역개발부 장관)

내 용

- 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갈라 디너
- 말레이시아 전통 공연(음악, 춤)과 각국의 전통의상을 이용한 패션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

11월 24일(금)

11월 24일(금) 

09:00~10:30

주 제 Opening Ceremony: The Power of Volunteering

참 여

· Datuk Ahmad A. Talib JP
· Doris Mariani
· Melissa Kwee
· Faizal Tahir
· Hon Datuk Hajah Azizah Datuk Seri Pandlima Haji Mohd Dun

내 용

- 2일차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강연
- 자원봉사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사의 강연 진행.

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Leadership

참 여

· Moderator: Md Ghani Ibrahim
· Speaker
 - Sung Hon Ho
 - Moonhwan Yuh
 - Lim Pei Fang

내 용

- 다양한 역에서의 자원봉사 리더십의 사례를 발견 및 공유
- 자원봉사 리더십 관리
- 대학생 자원봉사 리더십을 위한 혁신 : JA Korea의 사례를 통해
-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봉사와 지역조직의 향 : 직원 행동의 중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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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DGs: with a Focus on Pover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참 여

· Moderator: Dato’ Dr Freezailah Che Yeom
· Speaker
 - Dr. Azma Abdul Hamid
 - Yuen Yee Elsie Wan
 - Sharifah Sharina Syed Aswad

내 용

-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잠재력 강화 및 향상을 돕는 방법 탐구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태도 개발하기
-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헌신
- Kelas Rakyat이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을 돕는 방법

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Technology & Social Innovation

참 여

· Moderator: Simon Gee
· Speaker
 - Jinkyung Jung
 - Scott Miller

내 용

- 온라인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및 기관 연계 방안과 관련된 사례 공유
-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자원봉사 활동이 이끌어낸 아름다운 변화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InvolveMe –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변화

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trategic Partnerships

참 여

· Moderator: Bill Osborne
· Speaker
 - Eddie Razak
 - Sharon Walsh
 - Glenda Martin

내 용

-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더욱 가능케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관계 설정, 협업의 중요성 탐구
-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급과 수요, 전략적 파트너십
- 호주 건강관리 시스템 하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조성을 위한 네트워킹
- 지역사회&커뮤니티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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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Corporate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Huang Debbie Su-Fen
· Speaker
 - Huang Debbie Su-Fen
 - Eliza Li
 - Zoe Chou

내 용

-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의 중심 주제와 향력 측정에 대한 사례 공유
- 대만의 기업 자원봉사 – 파트너십과 향력 측정

11월 24일(금)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Youth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Jufitri Joha
· Speaker
 - Prof. Datuk Dr. Rohana Yusof
 - Varsha Ajmera
 - Jun-Tun Huang
 - Su-Yen Huang

내 용

- 학생 자원봉사,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자연 재해에 대한 청년 참여 사례 등을 공유
- 학생 자원봉사 개발하기: 말레이시아 대학의 사례 공유
-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 ICT를 활용한 재난 구조에서의 사회적 원조

11월 24일(금) 

14:15~15:45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Leadership

참 여

· Moderator: Datuk Yong Soo Heong
· Speaker
 - Christel Lorraine Mex
 - Sue Hennessey
 - Eduardson Flores

내 용

- 개인에서부터 학문적 실천 역, 글로벌 청소년 운동 및 국제개발기구에 이르기까지 젊은 자원봉사리더가 
그들의 조직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나가는 지에 대한 연구 조사

- 풀뿌리 조직 지속시키기: 21세기 자원봉사 위원회와 리더십
- 문제 측정하기: 국가에서 원한 유산으로
- 해비타트 리더: 자원봉사에 대한 관점 변화시키기 – 일회성에서 지속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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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금) 

14:15~15:45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SDGs: with a Focus on Pover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참 여

· Moderator: Adrienne Picone
· Speaker
 - Dr. Peter Devereux
 - Simona Achitei
 - Prof. Susanne Schech
 - Yang Yegong

내 용

- SDGs를 달성시키는 자원봉사의 다양성 연구조사
- Agenda 2020을 위한 자원봉사: 미얀마의 사례 연구
-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으로써의 자원봉사
-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개발하기

11월 24일(금) 

14:15~15:45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Technology & Social Innovation

참 여

· Moderator: Anne Gawen
· Speaker
 - Elango Thiyagu
 - Matthew Boyd
 - Gloria Arlini
 - Andy Mankiewicz

내 용

- 자원봉사 참여와 개발을 위한 방안 조사
- Chiu,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삶의 4단계
- 디지털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재설계
- Giving 2025의 미래 경향: ‘Giving’ 재정의하기

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Leadership

참 여

· Moderator: Simon Gee
· Speaker
 - Simone Galimberti
 - Carrie Ka Lai Lam
 - Carman Ka Man Sin
 - Yan Zhu Loh

내 용

- 신체/정신적 질병을 앓는 장애인과 취약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원봉사활동 사례 공유
- 네팔 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청년 간을 연결하는 사회통합으로써의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의 향상된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 준(準)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을 돕는 노인 자원봉사의 긍정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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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Youth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Prof. Dr. Durrishah Idrus 
· Speaker
 - Runiy Maldud
 - Wan Ahmad Hazman Wan Daud
 - Ka Kai Fong
 - Emira Izzati Abdul Aziz

내 용

-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청년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 학생 자원봉사 리더 양성하기

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DGs: with a Focus on Pover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참 여

· Moderator: Elizabeth Liew
· Speaker
 - Nuntinee Malanon
 - Olivia Lucas
 - Lindsay Mell

내 용

- SDGs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 사례 공유
- 태국 고등교육에서 자원봉사 교육과 시민 참여 환경 조성
- 어린이와 성인에 의한 자원봉사 또래 교육
- ‘목표에 박차를 가하기’ - 호주 SDGs 개발

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Technology & Social Innovation

참 여

· Moderator: Md Ghani Ibrahim
· Speaker
 - Mahendranath Busgopaul
 - Jihoon Park
 - Simon Gee

내 용

- 디지털 및 웹 기반 플랫폼이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 웹기반 상담 서비스를 통한 어린이 역량 강화 - ‘Helpline Mauritius’의 사례에서
-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효율적 자원봉사자 관리의 혁신적인 방법: 19개의 언어, 4,500명의 

통역자원봉사자
- 자원봉사 기반 조직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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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trategic Partnership

참 여

· Moderator: Datuk Mior Kamarubaid Mior Shahid
· Speaker
 - Sue Hennessey
 - Chiu Ling Lim
 - Anne Gawen

내 용

- 청년과 지역사회, 노년과 청년 간 탈세대적인 협력 등 세대 간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 공유
- 보르네오의 청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체 생계수단
- 노년 자원봉사자가 힘을 싣는 “인생 멘토와 리한 아이” 프로그램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그들이 우리 조직의 가치를 충족시키도록 할 것인가?

11월 24일(금) 

16:15~17:45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Corporate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Mara Basanovic
· Speaker
 - Jordianne Gomez
 - Catherine Panganiban
 - Melissa Kaye Pang
 - Dato’ Zuraidah Atan

내 용

- 직원의 자원봉사 참여와 자기계발간의 상관성, 프로 보노 프로그램 하에서 전문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는 
직원 자원봉사가 가져오는 변화 등에 관한 사례 공유

- 전문성 개발을 향상시키는 직원 자원봉사 – De La Salle College of Saint Benilde 사례
- 전략적 파트너십 – 홍콩의 정의를 위한 프로 보노 활동 및 접근
- 개성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는 기업 자원봉사

11월 25일(토)

11월 25일(토) 

09:00~10:30

주 제 Opening Ceremony: Change Making

참 여

· Moderator: Yoonae Park
· Speaker
 - Dato’ Zuridah Atan, Chairman
 - Shalabh Sahai
 - Penny Harrison
 - Anrie Too
 - Datuk Seri Azman Ujang 

내 용

- 3일차 컨퍼런스 시작을 알리는 기조강연
- 강연자들은 그들이 변화시켜온 것,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자원봉사가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견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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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Leadership

참 여

· Moderator: Dr. Peter Devereux
· Speaker
 - Chang-sup Oh
 - Yuen Yee Elsie Wan
 - Loh Yu Hang Anne
 - Adrienne Picone

내 용

- 국가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공유
- 한국의 사회변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향상 사례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 자원봉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더십 프로젝트와 사회적 향력
-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를 위한 리더십

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Youth Volunteering

참 여

· Speaker
 - Muhammad Afzal Abdul Hadi
 - Emily Ho Jin Li
 - Kee Jin Wen
 - Shereen Ng
 - Muhamad Syazwan Suhri

내 용

- Youth Corps Singapore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 제시
- 사회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써의 청소년 자원봉사 리더 - “감동 미소 프로젝트” 사례
- H.O.P.E.(우리의 귀중한 환경 보호하기) 프로젝트 – 지역사회 강화를 통한 청년 주도 변화
- ELF 프로그램을 통한 노년 참여 및 청년 자원봉사자 역량 개발
- 강력하게 형성된 ‘용기(勇氣)’의 문화는 향력의 시초가 된다.
- 청년이 이끄는 클러스터를 통한 청년 자원봉사의 강한 량력 형성하기 – Youth Corps 싱가포르 사례

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DGs: with a Focus on Pover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참 여

· Moderator: Dato’ Dr. Freezailah Che Yeom
· Speaker
 - Jayjay Jacinto
 - Bhola Bhattarai
 - Prof. Tomoya Kaji

내 용

- 자연 재해 극복,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활동 사례 공유
- Sulong Aral One La Salle Yolanda 지역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삼림 보호,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 네팔 사례를 중심으로
- 자원봉사와 청년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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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SDGs: with a Focus on Pover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참 여

· Moderator: Scott Miller
· Speaker
 - Abdul Hamid Bhat
 - Su Su Mon
 - Shwe Zin Mon Aung
 - Undral Gombodorj

내 용

- 평화구축, 지역사회 개발 및 시민 활동 사례 공유
- 사회적 책임 운동 –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특별 자문
- SDGs에 기여하는 미얀마의 도시 자원봉사 연구
- SDGs와 자원봉사

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Technology & Social Innovation

참 여

· Moderator: Dr. Sudeep Mohandas
· Speaker
 - Dessy Aliandrina
 - Yun Se-hun
 - Muhammad Kamarulazizi

내 용

- 기술과 사회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리더십 발현 및 자원봉사 참여 향상의 사례를 공유
- 사회적 창의성을 통한 창의적 리더 양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에의 시민 참여 구축
- “Kindness Pocket(친절한 주머니)” 프로젝트

11월 25일(토) 

11:00~12:30

주 제
Concurrent Breakout Sessions:

Corporate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Wendy Osborne OBE
· Speaker
 - Tanie Eio
 - Mara Basanovic
 - Richard Brubaker

내 용

-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 자원봉사활동과 기업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향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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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토) 

14:00~15:30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Financial Sustainability

참 여

· Moderator: Bill Osborne
· Speaker
 - Dr. Sudeep Mohandas
 - Jia Yaw Kiu
 - Narayanan Sreenivas

내 용

- 자원봉사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우수 사례 공유
- 자원봉사단체의 이미지와 공적 관계가 그들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 기업가적 NPO의 사례
- 자원 동원에의 접근을 이끌어내는 과정 소개

11월 25일(토) 

14:00~15:30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Corporate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Datuk Ahmad A. Talib JP
· Speaker
 - Sachal Aneja
 - Maximillan Ventura
 - Eliza Li

내 용

- 성공적인 자원봉사의 사례가 무엇이고, 그 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공유
- 개발 향력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 발굴하기
- 기업 자원봉사: 자원봉사 기회와 기업 DNA 통합 및 조정
- 투자로의 사회 회귀 – 기업 자원봉사 프로젝트 측정 도구

11월 25일(토) 

14:00~15:30

주 제
Concurrent Forum Sessions:

Strategic Partnership

참 여

· Moderator: Prof. Dato’ Dr. Mohammad Shatar Sabran
· Speaker
 - Jay Neil Ancheta
 - Ediola Pashollari
 - Helga Wientjes

내 용

- 다양한 참여자와의 지속적 파트너십으로 도출되는 도전과제와 이익에 대한 공유
- 필리핀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로드맵: 다양한 섹터의 협력적 접근
- SDGs에 대한 청소년 교육
- 자원봉사 섹터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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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토) 

16:00~17:30
주 제 Experience Malaysia : Batik Painting Activity

내 용

- 말레이시아 전통 문양 및 페인팅 기법 체험

11월 26일(일)

11월 26일(일) 

09:00~10:30

주 제 Plenery Session – Leading for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Doris Mariani
· Speaker
 - Doyoung Kim
 - Manin Bernier
 - Ramona Dragomir
 - Wendy Osborne

내 용

- 사회 변혁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
- 차이 만들기: 자원봉사자와 SDGs
- 자원봉사 가치 매기기: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리더십 구조의 역할

11월 26일(일) 

11:00~12:30

주 제 Closing Plenery Session – The Power of Volunteering

참 여

· Moderator: Doris Mariani
· Speaker
 - Doyoung Kim
 - Manin Bernier
 - Ramona Dragomir
 - Wendy Osborne

내 용

- 폐회식
-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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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 현장 체험(Short-term Volunteer Field Activities)

1) Rumah Salam

- 쿠알라룸푸르의 차우 키트 (Chow Kit)에 소외된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지역 

사회 센터

- 여성 대상: 그룹 공유, 운동 활동 / 어린이 대상 : 이야기 구연, 가정 방문

2) Pusat Pemulihan Dalam Komuniti (PDK) Hulu Kelang

- 뇌성 마비, 자폐증, 느린 학습자 및 장애인과 같은 복합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을 위한 재활 / 훈련 센터

- 센터 건물 페인트, 바닥 매트 제작, 정원 가꾸기 등

3) Madrasah Hashimiah

- Rohingya Refugee Orphanage(로힝냐 난민 보육원)에서 설립된 케어 센터 

및 학교

- 종이 가방 제작하기

4) Sahabat Asnaf Gombak

- Gombak(곰박)지역 부근 도시 빈민 대상 자원봉사활동 단체

- 위생 교육 및 강변 청소 등

5) Kindness Malaysia

- The World Kindness Movement 말레이시아 대표 기구. 친절 운동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링깃/주유 프로젝트 – 인근 주유소에서 링깃/주유권 나누어주기

6) Malaysia Foundation for the Blind (MFB)

- 완전 혹은 부분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비 리재단

- 장애 인식 훈련, 점자 학습 등

7) Biji-Biji

-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 폐 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만들기 체험

**** 굵은 표시는 한국 참가단이 현장 활동을 수행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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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nes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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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aysia Foundation for the Blind (M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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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최종보고서

1. 김수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I. 참가 목적

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접하고, 주저없이 신청한 것은 한국자원봉사의해 

사무국을 운 하며 전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와 인식전환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지금, 새

로운 자극과 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자원봉사 현장과 문화는 어떤지, 그들이 지향하는 자원봉사의 방

향성이 궁금했고, 그 문화가 유지되도록 만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적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지원봉사자를 이끄는 동기부여, 인정 보상에 대한 세션에 참가하여 자원봉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자발

적으로 이어가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전국민 자원봉사 동참선언 캠페

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둘째, 자원봉사 시간인증제가 가진 양날의 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라는 한계를 극복해야하

는 시점에서, 자원봉사 프로젝트 분야, 참여횟수 등에 중심을 두고 프로젝트 완료에 따라 인

증이 되는 참여인증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한다. 이 외

에도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교육과정, 관리방법 등을 본 컨퍼런스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앙 단위 자원봉사센터로서 자원봉사 정책을 제안하고 방향을 수립

하는데 주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의 결합지점을 갖고 있는 중앙자원봉사센

터 직원으로서 본 컨퍼런스에서 강조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을 배워올 예정이다. 단순히 

일회적인 일을 위한 연계를 뛰어넘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며 집단적 파급력 ‘콜

렉티브 임팩트’를 내는 자원봉사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로서 나아가고자 한다.

 

  

III. 참가 결과

이번 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는 기업, 교육, 신기술 등 8가지 트랙을 주제로 

100여개의 포럼과 세션이 진행되었다.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미국답게 

자원봉사를 일상생활 속 매우 친숙한 개념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슈에 

맞춰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회복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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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정의하는 구호 또는 복지중심의 자원봉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 각 분야와 

자원봉사를 연결지어 주제를 정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4차 산업혁명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장과 닮아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드론을 이용해 재난재해 지역에 구호활동을 펼치는 UPS,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

적기업 B-Lab의 이야기를 CSR세션을 통해 인상깊게 들었는데, 얼마전 다녀온 N포럼에서 매우 

흡사한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어떤 점

에선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에, 조만간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한국의 자원

봉사계를 연사로 초청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 다.

컨퍼런스 오프닝이자 전체 프로그램이었던 Service Unites Summit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

도로 모두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환호성과 박수가 오가는 자유롭고 흥미로운 세션이었다. 

촛불재단의 이사장, 기업 CEO, 사회혁신가, 시인, 가수, 발명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분야

의 연사들이 나와 컨퍼런스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환 사, 개회사의 경직된 분위기 하나 없이, 건

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혁신, 인권, 시민성 등에 대한 주제로 토론, 노래, 공연, 이야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사회자 없이 연사가 연사를 소

개하며 입퇴장하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운 방식과 실시간 SNS 댓글을 화면에 띄워 소통하는 

분위기는 추후 한국자원봉사의해 관련 행사에 접목시키고 싶은 부분이었다.

 SDGs 달성을 위해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세션에서 

발표를 마치고 실무진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때, 한국자원봉사의해 사무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점이 많아 큰 공감이 되었다.

SDGs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한국자

원봉사의해도 추진배경과 목적을 알리기에 너무 생소한 용어와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 하는 고

민이 들 때가 많았다.

(*한국자원봉사의해 : 자원봉사기본법시행 10년, 민간자원봉사 20년을 성찰하며,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자원봉사계가 앞장서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실천운동)

개념화 된 교육보다는 재미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한 뒤 

결과를 평가할 때 ‘SDGs’와 연관시키는 다른 국가들의 방법처럼 한국자원봉사의해도 참여하기

에 좀 더 쉽고 간단한 캠페인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SDGs 달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증체계의 부재로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자원봉사의해의 절반을 달려온 지금, 사업이 종료 된 후 3년간의 성과를 측정

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기록하는 방법과 평가기준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떠올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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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의해는 130여 곳의 다양한 조직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거버넌스 운동인 만큼 

민관의 파트너십과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회변화, 시민성 발현 사례 등을 추진위원, 집행위원들

과 공유하여 한국자원봉사의해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기록 수단의 계획을 수립해 

남은 1년 6개월을 이와 연결하여 운 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자료와 결과물들은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  중인 통번역봉사단 ‘이

음다음’을 통해 이해와 적용점을 높여 번역한 후, 자원봉사 기록플랫폼 ‘자원봉사 아카이브’에 

업로드하여 유용한 정보를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게재, 홍보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컨퍼런스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느라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

는데, 스트레스를 떨치고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었던 ‘비움’의 시간이기도 했다. 잠시 업무와 

떨어져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를 쌓는데 집중할 수 있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을 수 있었

다. 배우러 가서는 비우고 왔다는 표현이 모순적이긴 하나,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한다는 명언

을 이럴 때 빌려본다.

마지막으로 5박 7일을 함께한 우리 7명의 동지, 윤정경 차장님, 오 수 센터장님, 김의욱 국

장님, 이연신 선생님, 정윤희 선생님, 박준구 팀장님. 누군가에게는 관광명소지만 매일 아침 저

녁으로 흔히 보던 스페이스 니들타워의 전경과 부스스한 얼굴로 오믈렛과 와플을 정답게 나눠

먹던 아침식사,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직급과 나이는 뒤로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

하며 고개 끄덕이던 순간들까지.

‘따로, 또 같이’라는 문구가 어울렸던 7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충

실히 해주어 모두가 빛났던 컨퍼런스 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화 제목과 더불어 모노

레일과 타로카드를 보면 2017 전미 컨퍼런스가 생각나 웃음지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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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작성자: 김의욱

1. 자원봉사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017년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 자원봉사의 전환기이다. 모든 시기가 다양한 전환이 일어나

는 시기이지만, 자원봉사센터와 센터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에게는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역

할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외부적인 전환의 계기는 국가정책과 행정의 자원봉사 진흥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

되었다. 10여년간 자원봉사정책의 틀을 제공해온 기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다양하게 제

기되어 왔다. 즉 10년전의 국가적인 자원봉사의 진흥정책이 거둔 성과나 한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행정의 주도성에 의해 육성되는 자원봉사, 

국가로 상징되는 공공성에 복무하는 의무로서의 자원봉사에서 시민 개개인의 가치판단과, 자

율적인 선택에 의한 시민의 일상활동으로 자원봉사의 핵심정책이 이동해야 한다는 변화를 요

구 받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분화, 개인화 되는 사회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공공 역에 대한 개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의 토대변화를 의미

하고 있다. 이렇듯 분절화되고 탈 공동체화 되어가는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촛불정국은 새

로운 시민적 자발성과 새로운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

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는 국가운 의 핵심적인 원리를 자원봉사에 두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 정책의 환경변화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실행방식에 있어 전면

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전환의 필요성은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2차에 걸친 국가의 진흥계획에 

조응해온 관리방식이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기반성과, 자원봉사자들

의 적극적인 자기실현의 욕구,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해결의 과제를 다룰 수 있는 고도

화된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어난다.

국가로 상징되는 시민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와 헌신의 가치로 표현되는 자

원봉사운동이 내적, 외적인 변화에 직면한 지금,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발적인 개인

의 동기에서 시작하되, 보다 강한 유대, 건강한 연대를 만드는 시민사회의 가치를 가져야 한

다.

2. 미국 자원봉사 운동이라는 거울

미국의 자원봉사는 우리에게 선진형의 문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많은 자원봉사 정

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례와 고민, 시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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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미국의 자원봉사는 한국 자원봉사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이번 전미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면서 필자는 앞에서 기술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

고자 하기 보다는 미국의 자원봉사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했다. 즉 우리와 다

른 낯선 프레임에 우리의 모습을 반 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낯설게 보고자 

한 것이다. 이는 브레히트가 말하는 소격효과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당연시 되는 패러다임을 미국이라는 상황에 비춰봄으로써 비판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한 것이었다. 

다음의 몇가지 논제는 전미대회를 참가하면서 본인의 관점을 요약해본 것이다.

  1) 자원봉사 운동의 정책적 방향 찾기

    -행정주도의 자원봉사 진흥정책과 민간주도 자원봉사 운동의 조화로운 접점

    -시민사회의 내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범시민적 캠페인의 가능성과 의제찾기

  2)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체성 찾기

    -공공 역 중심의 자원봉사 동원에 필요한 직무와 역량을 넘어서는 대안

    -시민성 형성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방안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성 모색을 위한 새로운 역할모색

  3) 서울시 센터 현안의 과제에 대한 해법모색

    -국가적인 자원봉사 진흥정책과 자발적인 자원봉사 운동의 접점찾기

    -서울지역의 자원봉사 캠페인 과제발굴

    -대학생 및 청소년 봉사학습의 모형개발

3. 전미자원봉사 대회에서 주목했던 분야와 내용

  1) 전국적인 의제를 제시하는 개회식

     이번 대회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전국적인 자원봉사의 의제가 

어떻게 제안되고, 어떻게 설득력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의 대규모 대회에서 

개회식은 대부분 의전과 내용없는 인사와, 자원봉사에 대한 추상적인 격려로 구성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회, 컨퍼런스는 추상적인 가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의례처

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미대회의 개회식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우선 개회식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3시간정도 진행된 개회식은 미국이

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직조해 나가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이슈는 고유한 가치와 호소력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제안자는 자기확신

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슈를 제시했다.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과 공감

할 수 있는 감성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각각의 연사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아 우리는 우리의 자원봉사 의제를 얼마나 이런 정도의 확신과 논리에 토대를 두고 제시했던

가?”

자원봉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활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빛나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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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추상적인 자원봉사의 의미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네들의 자원봉사 이슈가 새삼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

다.

   또 하나 개회식에서 주목했던 것은 그네들의 진행방식이었다. 매번 미국적인 것과 한국적

인 문화의 맥락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에서 드러난다. 전미대회는 매번 

순서를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순서를 맡은이에 대한 이력소개와 두 번의 박수를 요

청하지도 않는다. 그 차이가 뭘까? 한국의 행사에서는 연사에 대한 소개에 많은 공을 들인다. 

심지어는 낯 뜨거운 소개도 서슴치 않는다. 나는 항상 이런 것을 미덕, 예의라고 여기는 풍토

가 항상 불편했었고 이런 순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지만 뿌리깊은 체면과 의전의 

문화는 파격적인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전미대회에서 매끄러운 진행은 3시간의 개회식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중요한 장치

다. 반면 매번 순서에 사회자가 개입했다면 전체의 흐름은 조각조각으로 쪼개어 졌을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행사에서도 전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성은 진

행의 핵심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등장인물 개인에 집중하는 것에서 컨텐츠의 구성과 

흐름을 주인공으로 놓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관점이 될 것이다.

    Points of light가 일관되게 주장한 메시지는 진보를 만드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이었

다. 미국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원봉사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변화를 압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공공 역의 자원봉사는 집단적인 활동, 국가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시민사회는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의해서 구성

되기 보다는, 국가나 공적인 체계에 덧씌워진 가상의 위계질서를 의미해 왔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는 자원봉사라는 가치에 가려진 자발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지금 시대의 시민성의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스타벅스 CEO의 기업의 핵심가치와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나의 관심사와 연결되

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체험의 기회로서 자원봉사를 고민하던 나로서는 스타벅스가 대학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을 기업의 역할로 설정한 것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다. 우

리에게도 이런 시도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경찰개혁과 인권캠페인,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인권보호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적인 맥락 - 미국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국제적인 사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 한국의 다른 세대, 다른 문화와 공감하기

    사실 이번 전미대회 참가는 일에 바쁜 50대에게는 큰 용기와 선택을 요구했다. 그래서 

여행지로서도 유명한 시애틀에 가면서도 아무런 여행준비를 하지 못했다. 대의, 의미, 일과 연

관된 필요성을 넘어서는 여행의 문화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새

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행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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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것은 약간 낯선 일이면서도,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전미대회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문화가 주는 생기, 일상을 교감하는 모든 것

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관심과 존중이 중요하다. 

  3) 자원봉사 관리체계의 혁신

    자원봉사 관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오래된 화두다. 관리, 관리자라는 언어를 넘어서기 

위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이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의 두터운 관행이다. 이

런 점에서 전미자원봉사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Engagement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의 도식은 자원봉사 관리가 갖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상해 보았다. 

관리라는 단어의 가장 초보적인 개념은 행정적인 관리이다. 이 관리는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

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administration의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관리에서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을 

management라고 부를 수 있겠다. 경 학에서도 경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

인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목표와 성과중심의 관리를 여기에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제해결에

서 더 고양된 관리모형을 Engagement라 부를 수 있겠다.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인 관여를 

확장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는 성장과 변화의 전인적인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

번 전미대회에서 열린 관리체계와 관련된 세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의 리스트는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들로써 

향후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① Volunteer Engagement Track Opening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하고, 환 하고 인정, 격려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② The Power of Volunteers: Moving from Surface Impact to Societal Impact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

장과 변화,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로 시야를 확장하는 관점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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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e 3 C's of Happy Volunteers: Comfort, Convenience and Connection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지기술로서 제시하는 C의 적용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함.

④ Developing and Retaining Nonprofit Leaders through Skills-Based Volunteering

기술, 역량,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 리 단체에 참여시킴으로써 리더십을 보강할 수 있는 

접근법과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접근법이다.

⑤ Inspiring Staff Engagement and Readiness in Working with Volunteers

전문 실무자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회원과 함께 일하는 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자의 직무구성과 역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제

⑥ From Idea to Reality: Harnessing High School Honors and Service Society 

Students as Volunteers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는 봉사학습으로서, 대학진학 등과 연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까지의 의무시간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⑦ 6 Trends in Volunteer Engagement and What They Mean for Future Practice

자원봉사 모집, 면접, 배치, 일감설계와 유지에 있어서 변화해야 할 것들로서 앞으로 관리업무

에서 적용해야 하는 관점의 변화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⑧ Millennials Got You Down?

레니얼 세대의 공공 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무학습이 아니라, 그 세대가 가진 

연결에 대한 호감과 친 한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

⑨ Volunteer Background Screening in 2017: What the Research Says

자원봉사의 동향과 변화이해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미국의 노동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추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자원봉사 관리자

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⑩ The 2017 Global Volunteer Management Progress Report: Key Trends and How 

to Use Them

자원봉사관리와 자원의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경 하는 중요한 

관점 찾기

⑩ Yours, Mine and Ours: Empowering Volunteers to Serve Within and Beyond 

Your Organization

조직에 소속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화는 전통적인 자원봉사단 조

직을 벗어나는 일시적, 일회적, 캠페인식의 자원봉사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법이다.

  4) 고등교육에서 자원봉사의 역할

① 지금 시민사회는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가?

  -지역공동체에 토대를 둔 리더십: 공동체, 사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 되고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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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리더십: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와 정치, 정당의 문

제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기업형 인재육성에 매몰된 고등교육에서 원인이 있다. 즉 미국 

고등교육의 위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

해서는 사회의 리더십을 키워내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 역량: 리더십은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 의사소통의 능력이 핵심이

다.

② 각 세대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리더십 형성

  -청소년교육의 과제: 대학진학을 위한 봉사학습의 과제설정이 필요하다. 즉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서 사회참여의 경험, 균형잡힌 시민성이 대학교육을 위한 커리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과제: 기업에서 심각한 위기로 인식(CEO 77%)하고 있는 인성과 사회적 리더

십이 없는 대학졸업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교육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야가 협력하여 새로운 대학생 리더십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

  -노인세대의 과제: Silver Tsunami -> Golden opportunity

  -사회의 커리어 개발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과제: 이민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사회

적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③ 커리어 개발로서 자원봉사

  -의미있는 봉사학습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성과평가를 전제로 활동

이 설계되어야 함.

  -임팩트 있는 활동의 주제설정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 기회는 자원봉사다.

④ 관련 당사자의 역할찾기

  -대학교육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의 지원역할과 방식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변화

  -자원봉사자의 학습방식

⑤ 주목할 만한 이야기

  -행사를 주관한 Kettering Foundation의 CEO인 David Mathews는 행사의 말미에 매우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고등교육이 미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의 당사자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를 아는 그 사람이 변화의 주인공이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라.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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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준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I. 참가목적

  - 2017 시애틀 전미 컨퍼런스를 신청하며

2017 전미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나는 최근 사회적 화두인 4차 산업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뻤다. 미국은 4차 산업의 선두 주자로써, 자원봉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생각했다. IT와 자원봉사를 어떻게 연결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지,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지,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은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는지 등 궁금한것이 너무 많았다. 또한, 구글 트렌드를 

통해 알게 된 오하이오주의 Cuddle care volunteer, 시카고의 Fire-dept. volunteer 등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여러 형태의 자원봉사에도 매우 흥미가 있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작년 글로벌 사업을 역임했던 팀장으로써 유럽 자원봉사와 중국, 

일본의 자원봉사를 훑어보았다. 각 나라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이 달랐고,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 역시 상이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봉사는 형태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 확보와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완전히 동일했다. 미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풀뿌리를 기반으로 한 개인 단위에서 달성 하고자 

하는 나라이며, 그 출발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그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국민의 봉사활동을 행정이 책임지는 ‘기이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국민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인지와 행정적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가 다름에 있다. 여기서 국민들은 자원봉사라 

함이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활동들만이 자원봉사라고 인식하면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갖고 온 우리 민족의 서로 돕는 문화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행동 자체에서만 찾는, 사회적국가적 입장에서의 광범위적인 고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이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와 자본에서 독립된 활동만이 

자원봉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판단하고’, ‘공인하는’ 현재 문화를 

만들어냈다. 

나는 전미 컨퍼런스는 상기한 몇 가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 

또한 중앙센터의 팀장으로써, 외국과의 정책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번 전미 컨퍼런스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었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주었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이고, 답습상태인 국내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이 외에 미국의 

자원봉사 단체나 비 리 기관들은 조직 운 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보람이 있는지 

등을 공부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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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수(서초구자원봉사센터)

I. 참가 목적

 자원봉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자원봉사 대회 참가를 통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의 새로운 트렌드와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 현장에 벤치마킹 하고자 함.

III. 참가 결과

1. 배운 점 

이번 대회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전미대회에 비해 참가자규모나 행사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

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취임 전날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로 통합된 미국을 

만들어보자 주창하던 오바마와 대통령과는 다르게 자원봉사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현 정부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 리섹터의 위축된 분

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스피커의 수도 많이 줄었고, 씨애틀 이외 지역의 워크숍 발표자가 다른 때에 

비해 없었다. 기업 발표자도 많이 않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Points of Light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미 컨퍼런스라기 보다는 국제 컨퍼런스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미국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해외의 사례를 배우는 느낌이랄까. 

자원봉사 관리의 패러다임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워크샵의 주제가 

많은 부분 ‘engagement’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역시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SDGs와 관련된 세션에서 나눴

던 질의응답인데, SDGs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이와 관련한 실

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SDGs와 관련한 활동이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

냐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NPO들의 몫이 아니냐는 한 발표자의 이야기가 와 닿았다. 뭔가 

새로운 흐름, 어젠다를 사회에 내놓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논의들과 다르지 않다. 이미 경험

하고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이번 대회서 연사들의 스피치나 세션이나 포럼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단어들을 메모해 두

었었다. democracy, woman, refugee, technology, civic engagement, voice up, 

resilience, partnership 등이 적혀 있다.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지와 참여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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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방식으로 세션들이 움직 다. 우리는 그릇을 먼저 만들고 무엇을 담을지 혹은 얼마나 

담을지를 결정한다면, 이들은 담을 것이 모이고 담길 생각이 들 때 담을 곳을 함께 결정하는 

느낌이다.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에 대한 참여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방법으로 나온

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방문자센터를 방문한 것도 인상 깊었다. 방문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된 공간들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 방문자센터만 꼼꼼히 보고 이해해도 

재단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체험할 수 있어 보 다. 

보고서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센터 직원들과 교육공유회 시간을 통해 주요 시사점들을 공유할 

예정이며, 그들처럼 소셜미디어나 캠페인을 통해 개별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

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연수의 한국 참가단은 인원이나 역량 면에서 내가 경험했던 다른 대회들 보다 학구적이

고 성실했다고 자평한다. 우리는 두 번의 사전교육을 갖고 매일 밤 서로 참가했던 세션의 내

용을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30대의 젊은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것도 유익했다. 

대부분 언어 소통이 원활하여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과 문답을 나누고 네트워킹 하는 모습도 

보았다. 하나의 팀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도 좋은 경험이

었다. 

다만 참가기간이 다소 빠듯했던 것이 아쉽다. 기간의 여유가 있다면, 참가단의 기세로 볼 때 

스스로 발굴해서 기관방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 참여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젊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국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비

리분야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참가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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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연신(초록우산 어린이재단-천안성정복지관) 

Ⅰ. 참가 목적

  1. 지원동기 및 목적 – 컨퍼런스 참가와 본인 경력개발 연계성

  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는 총 8개의 주제와 70개 이상의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일 뿐 아

니라 전세계에서 참가하는 3,500명 이상의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고, 감을 얻

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melting pot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좀 더 이해하고 존

중하며 제 개인적인 역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창의적인 사고

의 원천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도전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컨퍼런스의 8가지 주제와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활

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전 세계를 배경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지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제가 

앞으로 국제개발렵력을 위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며 좀 더 빠르게 정

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3,500명 이상이 모인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저의 지지망이며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원동기 및 목적 – 컨퍼런스 참가와 소속기관의 발전계획 연계성

  어린이재단은 자원봉사자를 “반디(VANDI)”로 칭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

끌고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관

리하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자원봉사자뿐 아

니라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자원임

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8가지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컨퍼런스를 통해 자원봉사자, 시민, 기업 

등의 참여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범시민적 참여 

기회를 위해 재단이 앞장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현재 세계적인 추세의 프로 보노와 같이 그 인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대가없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재단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

내에서의 탄탄한 사업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동참해 나간다면 더 빠르게 해외사업에 적응하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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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 결과 – 평가 및 제언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에는 NGO를 비롯해 개인,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으

며 그들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좁게만 생각했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좀 더 확대

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미국은 National Service로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

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단지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10대 소녀를 비롯해, 언

론인, 기업인, 예술인, 과학자 등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

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이슈뿐 아니라 환경, 난민, 인권, 여성 등 지구

상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모습을 통

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자원봉사야말로 진정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며 긍정

적인 변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은 다

양한 여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제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었다. 하나의 자원봉사단체 사례에서는 캠페인을 위해 190개의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

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기관이 다르다고 혹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파트너십을 형

성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를 위해 개인들과 NGO, 기업, 

국가가 함께 동참해 나간다면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SDGs의 17번째 목

표인 글로벌파트너십 형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원봉사 신청 및 접수에서부터 사람들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Newyorkcares의 사례 또한 매우 흥미로웠다. 온라인에 기반하여 자원봉사 신청을 위해 홈페

이지에 들어왔을 때부터 보기 쉽고 가입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자에게 봉사일정을 안내한다던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것을 축하한다든

지, 자원봉사 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자와 소

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봉사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과 의미

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리더를 육성하고 그들에게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단

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닌 실제로 봉사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를 위

한 매우 의미있는 일임을 느끼게 하 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하기 위해 좋은 사례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SR은 비 리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한 연사의 말은 기업과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 리기관의 입장에서 다시금 CSR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 미



《85》

국 역시 우리와 같이 단순히 자원을 따 내기위해 기업들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기관들도 기업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보여 주기식 활동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아닌

지 살펴보고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서로 가치와 비전을 확장해 나가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Ben Bisbee의 완성되지는 않았지

만 5단계가 인상적이 으며 NGO 기관들에서 적용을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부족한 어로 인해 강의를 듣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연사들을 통해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나

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풍부한 자원봉사 사례가 소개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가

하는 경험 또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 언어적

인 감각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민감

해 지며,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업, 단체, 국가 차원에서도 개

인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는 실제로 축제의 장이 다. 다양한 연사들이 나와 자신

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서로 감을 주고 받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동

기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고 즐기는 모습이 기존에 딱딱하게만 생

각했던 컨퍼런스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자원봉사, 그 하나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 같았으며, 연

령, 성별, 직급 등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컨퍼런스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득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 우리나

라에서도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을 것이며, 누구나 함께 느끼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축

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86》

6. 정윤희(유니세프한국위원회)

I. 참가 목적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할 일이 많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성상 자원봉사가 주 업무가 아니

어도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 관

련 실무자, 기업인, 학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계 현안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

는‘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는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2017 전미 자원봉사컨퍼런스’에서 듣고 배운 많은 내용 중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 및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과 한국의 자원봉사(자)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가

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자원봉사’와 ‘시민의식’간의 깊은 관계 다. 미국사회에서 자원봉사자

는 노동력이나 재능을 무보수로 제공해주는 존재를 넘어서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원보다

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옹호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유니세프 본부 내부에

서도 기존의 ‘donor’ 중심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와 옹호자들을 아우르는 ‘supporter’중심 관

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자원봉사자를 

협력 파트너이자 옹호자로 바라볼 수 있게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volunteering’과 ‘service’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보수를 받아도 지역사

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는 비 리단체나 정부기관 종사자들

이 자원봉사자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자 기관들과 비 리단체, 

복지 관련 정부기관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느꼈

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 사회변화에 자원봉사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중‘자원봉사자 관리 분야 6대 트렌드 변화’의 내용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자 관리(Volunteer Management)’에서 ‘파트너 협력(Partner Engagement)’

로: 기존에는 자원봉사자가 관리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한다.  

 ‘모집/채용(Recruitment)’에서 ‘관계구축(Cultivating Relationships)’으로: 기존에는 자

원봉사자를 찾는 과정을 ‘모집/채용’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으

로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적임자 찾기(The Right Person for the Job)’에서 ‘적임 활동 찾아주기(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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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for the Person)’: 기존에는 단체에서 인력이 필요한 활동에 맞는 ‘사람’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활

동’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관리감독(Supervision)’에서 ‘리더십 발휘(Leadership)’: 기존에는 자원봉사자가 단체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듣는 관리감독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단체들이 리더십을 발

휘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로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개입해야 한다. 

 ‘일방적인 배치(Placement)’에서 ‘컨설팅을 통한 업무 배치Consultation)’로: 기존에는 

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치했다면, 앞으로는 최대한 자원봉

사자의 선호를 반 할 수 있게 컨설팅을 거쳐서 업무를 배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유지(Retention)’에서 ‘연속적 참여 유도(Serial Involvement)’로: 기존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연속적

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즉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니

세프한국위원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위 6가지 트렌드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발전 

계획 및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원봉사자 관리 분야: 자원봉사 인터넷 페이지 개선하기] 

   New York Cares는 자원봉사자들을 자동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이탈율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충성도

를 높일 수 있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자원봉사 페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정보를 공고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향적 정보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원봉사자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개선하면 자원봉사자의 이탈율

이 감소하고 충성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는 

점들은 아래와 같다: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도 로그인했을 때 참여했던 자원봉사의 기록과 시간이 

표시되도록 개선

 자원봉사활동 기록에 자원봉사자의 소감을 적는 칸을 연계하여 추가 

 자원봉사자가 특별한 milestone(예: 자원봉사자로 가입,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1년간 

자원봉사활동, 10년간 자원봉사활동 등)을 달성할 때마다 자원봉사자에게 보상 지급 

(예: 감사 이메일, 감사 서한, 활동사진 보내주기, 유니세프 자료 보내주기 등)

  자원봉사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하고,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 경

력이 높고 충성도가 높은 자원봉사자를 리더로 지정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다른 자원봉사

자들과 차별화가 되도록 디자인 

 자원봉사자 충성도 분석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기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수 등에 따라 총 6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 1단계는 “Shopper”로 자원봉사활동에 갓 입문한 사람들이고, 6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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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영리단체의 자산 목록

“Committed Leaders”로,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장기간 참여를 했고 자원

봉사자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비 리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자원봉사자들의 충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시키는 것보다 3단계에서 6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뜻한다. 

[CSR 분야: 비 리단체의 CSR Advancement Model 검토]

   “The Nonprofit's Answer to CSR” 워크샵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접근법이 기업중심적이기 때문에 비 리단체들이 CSR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업과 CSR 파트너십을 체결할 때 주도권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워크샵 강연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 리단체들의 관점에서 CSR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5단계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Map your Assets’

비 리단체가 기업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을 분석해야 한다. 가능한 자산

의 목록은 그림 1과 같다. 

 2단계 - ‘Mission VS Motion’

1단계에서 분석 자산들을 Mission과 

Motion으로 구분하는 단계이다. Motion의 

대표적인 사례는 비 리단체가 기업에게 인

증서나 명패를 주거나 단순한 노력봉사활동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기업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

기지 못한다. 반면에, Mission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 직원들이 비 리단체의 일일 모

금가가 되어보거나 난민 체험을 해보는 활동 등으로, 기업 직원들의 체험과 참여를 동

반하여 직원들에게 보다 깊은 인상을 남기고 비 리 단체와 기업 간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 기업에게 제안할 내용제안서를 보낼 때 가급적 Mission에 가까운 내용을 제안

해야 효과적이다.

 3단계 - ‘New Asset Development’

1, 2 단계의 결과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자산과 Mission/Motion 목록을 도출해내어 

개발한다. 

 4단계 - ‘Matrix Relationship Development’

기업에게 실제로 CSR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benefit보다 가치정렬(alignment)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기업은 비 리단체가 제공해줄 수 있는 사소한 benefit보다 비 리단

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서로의 가치가 어떻게 연관(alignment)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관심이 더 많다. 비 리단체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보다, 서로의 가치관이 어떻게 연관되며 서로 무엇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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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지 고민할 때 비 리단체와 기업 간 관계가 대등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5단계 - ‘Create a Collaborative Culture’

비 리단체 입장에서 CS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갑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협력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비 리단체 내부 문화도 협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위 모델은 CSR을 비 리단체의 입장에서 재접근하여 시각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가

치가 있다. benefit 중심 사고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비 리단체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인증서보다 

체험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조직 관리 분야: 프로보노 통해 조직 역량 개발하기]

   “Global Trends in Pro Bono”워크샵에서 프로보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프로보

노란 전문지식을 가진 기업 혹은 전문가가 비 리단체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중재단체를 통

해서 비 리단체와 매칭되어 재능기부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때, 기업 혹은 전문가와 

비 리단체가 개인적인 친분 혹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프로보노로 인정

이 되지 않는다. 또, 전문가가 비 리단체가 아닌 대상에게 전문지식을 무료로 전수하는 것 

역시 프로보노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프로보노에서 중요한 것은 비 리단체의 역량 개발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프로보노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재하며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중재 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샵을 통해서 미국, 페루, 

인도, 헝가리 등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보노 활동 사례에 대해 들어볼 수 있

었는데, 공통적으로 프로보노는 기업과 비 리단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CSR 활동 유형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사회공

헌을 할 수 있고, 기업에 비해 여러모로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한 비 리단체 입장에서는 

무료로 역량을 개발하여 본업에 충실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보노는 비

리단체에게 기업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할 단초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역시 조직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프로보노를 통해 마케팅, 거버넌스, 인프라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기업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SESNET((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

워크, sesnet.or.kr)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보 분야: 체험공간 벤치마킹] 

   유니세프 본부의 협력 재단이기도 한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Bill Gates

와 Melinda Gates 부부가 “Impatient Optimists”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

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해결책을 찾는 재단이다.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시애틀 다운타운에 36,000여 평에 이르는 본부 건물과 

14,500여 평에 이르는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출장 기간 중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Visitor Center를 방문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홍보·체험 공간 운 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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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었다. 

 정보의 다양한 시각화 방식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Visitor Center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보

를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통적인 특징은 ‘방문객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입체적’이라는 것이었다. 본 Visitor Center에서 사용한 다양한 

시각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 상+텍스트+이미지+실제물품의 결합 (사진2 참조): 

전시 패널 앞면에는 수혜지역 주민 인터뷰 상을, 뒷면에는 수혜지역에서 시행한 프로

그램 내용과 직원의 경험담,  현지에서 사용한 물품의 실사를 결합하여 전시패널을 다

각적으로 구성하 다. 

- 데이터 추이/변화 시각화 방식 (사진 3, 4 참조):

재단에서 시행한 사업의 결과로 변화한 수치 및 데이터의 추이는 평면적인 그래프로 제

시하기보다,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시각화하 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예방백신접

종 사업 시행 후 감소한 유아사망률 추이 그래프가 새겨진 투명 아크릴판을 끌어내리

면, 예방백신접종 사업 시행 전 유아사망률 추이의 그래프 위에 겹쳐져서 사업의 결과

로 나타난 변화를 입체적으로 구현하 다.

 

사진 2 전시패널 뒷면

 

사진 3 그래프 결합 전 사진 4 그래프 결합 후

 방문객 참여활동 

Visitor Center에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의견을 디지털 기기에 입력하여 모니터에 띄우

거나 카드에 수기로 적는 등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코너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사

진 5, 6 참조). 또한, 방문객들의 성격유형을 진단하여, 성격유형별로 스스로 지구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다양한 참여활동들이 마련된 코너가 별도로 마련

되어있었다(사진 7, 8 참조). Visitor Center라는 공간이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

고 해결책을 찾는 데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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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방문객의 성격유형과 흥미분야에

맞는 체험활동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사진 6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양

한 방법(간단한 에세이 작성, 구조물로 표현, 

그림 그리기, 계획 세우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체험활동 코너 

 후원자와 파트너에 대한 예우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Visitor Center에서는 아래 사진 9, 10과 같이 후

원자와 파트너들에 대한 예우 전시 공간을 꾸몄다. 

사진 9 후원자 명단 전체 리스트를

천장을 활용하여 전시 

  

사진 10 협력 파트너들을 분야별로 소개

2. 평가 및 제언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관리업무 담당자가 아닌 비 리단체 종사자로 참가하게 되어 

정말 좋은 배움의 기회 다. 한국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참석하니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기도 쉬웠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 역시도 다른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길 바라

면서, 내년 참가자들의 소속도 다양하게 하여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보다 다양한 시각과 풍

성한 해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부터 컨퍼런스 기간 중 제반사항을 모두 준비 및 조율해

주고, 참가자들이 컨퍼런스 기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자원봉

사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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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방문객이 자신의 꿈을 입력

하면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방명록

 
사진 10 카드에 메시지를 적어놓고 

걸 수 있게 꾸며진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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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최종보고서

이름 기소연

소속 유니세프한국위원회

I. 대회 참가 목적

본 자원봉사대회 참석을 통해서 세계 흐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자원봉사자들과 네트

워킹하는 기회와 한국 자원봉사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배우고자 참가를 신청했

습니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유니세프 본부 내부에서도 기존의 ‘donor’중심 관점에서 자원봉사자와 옹호자들을 아우

르는 ‘supporter’중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자원봉사자를 협력 파트너이자 옹호자로 바라볼 수 있게 시각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파트너 협력’으로 인식의 전환과

- 기존에는 단체에서 인력이 필요한 활동에 맞는 ‘사람’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활동’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 평가 및 제언

- 전문 자원봉사자는 아니지만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권, 사회문제, 시민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해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스피커가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와 시민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새삼 깨달았고, 자원봉사활동을 단순

한 이타성의 표현이나 시계적인 행동이 아닌 고차원적인 시민의식의 표출과 시민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volunteerism’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

제 해결 혹은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 기업, 비 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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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승경

소속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자원봉사 사례 및 비 리 기

관 형태 등 두루 살펴보며 현재 자원봉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하 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며 각계에서 자원봉사를 이뤄가

는 모습을 직접적 기회를 통해 알아가고자 하 음.  

-현재의 자원봉사를 형태 이외에 변화되어 가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하 음.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IAVE 참가를 통해서 이번 주제의 자원봉사의 힘, 당신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계속 마

음에 와 닿았던 거 같다. 내 자리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고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를 알리며, 인지하며, 인정하는 것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지의 협력자로 파

트너로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프로그램, 홍보 등 관심과 고민해 볼 필

요성이 있을 거 같다.   

2. 평가 및 제언 

-사전 교육시간 등을 통해 서로 듣고 싶은 교육 등이 미리 알았더라면 알고자 하는 내용의 

공유를 통해 좀 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IAVE 말레아시아 AP지역 대회에 처음 참여해 봄으로 각국에서 서로 관심을 통해 자원봉

사가 점차 발전해 가고 앞으로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자

원봉사를 얻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거 같다. 이를 통해 개인의 변화는 물론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과

-자원봉사에서 창의적은 많이 듣지 못한 부분이지만, 자원봉사를 점점 ‘창의적으로 자원봉

사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힘이다’는 것이 새로웠으며 점

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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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  대

소속 환경문화시민연대

I. 대회 참가 목적

기업과 NGO 간에 협업은 무엇이며 달성가능한가에 대한 견문을 높이고자 세션 장을 찾아

가서 몇 차례 들어 보았습니다. 비 리 단체가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자금력이 부

족한 상황인데(그나마 우리 단체는 운 비가 풍족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회원의 회비로 

그나마 지탱을 하는 바 이 또한 언제 회원이 줄어들까 노심초사 하며 나름대로 환경정화활

동 과 지역협의회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려는 의지가 많음을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며 본 단

체를 운 을 합니다만), 큰 기업체에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적십자 자유총연맹 새

마을 사랑의 열매 등에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정작 풀뿌리 비 리단체는 거들떠보지

도 않고 어디서 누가 해주는 것도 없으며, 이곳에서 하는 세션에서도 자기가 운 하는 기

업에서 자기PR를 위해 그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주며 봉사단체를 운 하는 곳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같은 풀뿌리 비 리단체가 앞으로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말아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정부의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기업에서 일부 봉사를 위해서 물품이나 

지원비를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앞

으로는 풀뿌리 비 리단체가 설 수 있는 길이 점차 없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많이 들었습니

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기업체에서는 우리들 같은 비 리단체에게―뭐 여태까지 받지 못

하면서 해왔지만― 무슨 등불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나 외국 모두 사정

은 마찬가지겠지요. ‘비 리단체는 그냥 단체일 뿐이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 나이는 불과하다지만, 외국의 자원봉사자들과의 언어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으로 말의 뜻을 조금은 알아 들었으며, 같이 간 단체원들의 통역으로 그 어려움을 

조금은 극복을 하며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서 이러한 행사를 하며 아쉬웠던 것은, 왜 정부의 큰 행사, 즉 2018년 2월에 열

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인데도 이에 대한 홍보물과 마스코트, 그리고 단체T라도 지

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줬다면 개막식 무대에서 열리는 갈라 

디너에 단체로 올라가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자원봉사 단체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PR이라도 하 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갈라

쇼에 등장하 지만,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사 홍보를 우리 참가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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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은선

소속 부산관광공사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아태 지역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2020년 세계자원봉사자대회(IAVE World 

Volunteer Conference 2020)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부산 

자원봉사센터가 ‘16년 멕시코 세계대회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의 2020 세계대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번 지역대회에 공동 참가하여 부산 홍보관 운  및 IAVE 관계자 면담, 일

반 참가자 대상 부산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참석하 다.  

 - 목표하는 주요활동 

 ⦁ 2020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유치를 위한 부산 홍보활동 

 ⦁ 부산 홍보부스 운  및 참가자 대상 홍보 브로슈어 배포 

 ⦁ IAVE 주요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부산 홍보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가장 큰 수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 또한 국제적 혹은 공공의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

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참가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느라, 어쩔 수 없이 UN Volunteers, IAVE 혹은 

KOICA 등 각종 국제 자원봉사단체 및 관계기관 웹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하 다. 

 각 단체들이 실제 펼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며, 나도 기후변화, 자연재해, 젠더기반 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해당분야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부산에서 이런 

회의들을 유치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자원봉사에 종사하지는 않더

라도, 이러한 분야의 국제회의를 유치 및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면 이 또한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하 다.  

 또한 올해 ‘2017 국제자원봉사컨퍼런스’ 등을 부산에서 개최하기도 하 는데, 다양한 자

원봉사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를 지원 및 유치함으로써 부산의 자원봉사 기반을 확장하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 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자원봉사란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의 전문

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혹은 실무자들을 연사 혹은 한국 대표단 참가자로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 다.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센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원봉사의 일상화, 매력적인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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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한다는 키워드에 깊이 공감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시대

의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자원봉사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를 자원봉사

에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다면 상호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대회참가 뿐만 아니라, 참가단 간의 소규모 워크샵 혹은 청강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시간을 

가진다면 국제대회 참가에서 더 나아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만의 인사이트를 좀 더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    름 김인하

소    속 성동구자원봉사센터

Ⅰ. 해당 세션 및 활동 참가 목적

○ 자원봉사체험: 말레이시아 봉사기관의 도움으로 직접 봉사참여, 봉사현장체험

○ Gala Dinner: IAVE AP대회 참가자 교류, 말레이시아 문화체험 등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자원봉사체험: 기업과 연계하여 ‘행운의 V-day’ 캠페인 기획 가능

  ○ Gala Dinner: 국제행사 개최시 주빈이 늦을 경우 진행일정을 조정하여

(예, 축하공연 먼저 진행) 국가 이미지 실추와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2. 평가와 제언

  ○ 자원봉사체험: 예상외로 거리에 장애인들이 많았으며, 1링깃에 감사해 하고, 

    웃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뿌듯했음

  ○ Gala Dinner: 예상보다 대회 규모가 컸으며, 대회장도 훌륭했음. 주최 측에서 

    무대공연부터 음식까지 준비를 많이 하 으나 주빈의 지각으로 전체 참가자

    들이 1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한 것과 그 분의 긴 연설은 행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반감시키기에 충분했음. 그 외에 모든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으며, 

    축하공연팀과 진행 스탭들의 변함없는 친절함이 행사분위기를 살렸음.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정보 공유로 효율적, 효과적인 봉사활동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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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력을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나 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 건강한 봉사문화(가장 큰 인정은 수혜자의 감사) 조성으로 봉사지속성 향상

○ 역간의 협력과 협업으로 자원봉사 변화 발전 모색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도 창의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2. 평가와 제언

  ○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성장,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

  ○ 여러 나라의 자원봉사 리더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음

  ○ 디지털플랫폼 ‘You can make difference’, 좋은 기업 웹사이트 

   ‘Company of Good’ 및 기업(회사) 봉사 가이드에 대해 알고 싶음

   ※ 번역봉사단이 있는 센터에서 번역하여 공유하길 제안합니다

   

Ⅰ. 대회 참가 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기관,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자

원봉사현황을 공유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 자원봉사현장에 접목될 만한 프로

그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더불어 말레이시아의 문화체험과 봉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자로서 생생한 현장

을 체험하여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고 싶음.

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기업봉사 연계 ‘ 행운의 V-day' 캠페인 기획 

   ○ 기업봉사의 사회문제 변화에 대한 향력 측정, 홍보, 기업봉사 활성화

   ○ 정보공유로 효율적, 효과적인 봉사활동 기획

      기관 협력 온라인 활성화로 어디서나 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

   ○ 다양한 역간의 협력과 협업으로 자원봉사 변화 발전 모색

   

  2. 평가 및 제언

   ○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풍요로운 나라 으나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로

      보 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국가차원에서

      연구하여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외의 다양한 자원봉사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행사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발표하는 말레이시아의 젊은 청년들을 보며,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자원봉사로 활력을 줄 수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느낌

  ○ 기업봉사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도구는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자원봉사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기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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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감

  ○ 처음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해 더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계가 네트워킹이 

     잘 된다면 더 휼륭한 시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음.

  ○ 대부분 자립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기관, 단체들을 보며, 사단법인으로 자립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우리나라도 자원봉사계에서 기부, 모금이 가능한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자원봉사센터들이 자립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름 김지훈

소속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 기획부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아태대회를 통해 달성 목적은 간단히 말해 다양한 국가 비 리 기관의 운 의 형

태, 주력 사업, 내재된 리더십의 방향과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깨닫고자 하 다. 

 첫 번째인 비 리 기관 운 과 주력 사업을 통해서 조직적 차원의 비전과 미션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국가 내, 섹터 내, 그리고 시민들에게서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었다.

 두 번째로 내재된 리더십은 비 리 섹터, 그리고 기관의 조직운  형태가 리더십 발휘를 

통해 기관운 에 어떠한 미래 방향을 지향하는지의 모습을 엿보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패러다임, 그리고 현재 서울시센터에서 전개

하고 있는‘일상의 실천’개념에 대한 구현성을 다른 도시, 기관, 캠페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 다.

III. 참가 결과

 15차 IAVE 참가를 통해 앞서 말했던 달성목적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얻은 것을 간략

히 논해보자면, 첫 번째, 비 리 기관 운  비전과 미션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은퇴한 노인,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까

지 교육은 단순히 정보전달을 뛰어 넘어 가치전달과 의미부여의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

다. 교육은 단순히 기능하는 봉사자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로서의 기능도 부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관리는 체계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리더 발굴과 양성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인 리더십 발휘를 통한 미래지향적 기관운 에 대해서는 트렌드나 시대를 바탕으

로 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눈치가 빨라야 한다. 비 리 역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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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신뢰감이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트렌드와 결합한 정체성의 확보는 기관의 존재 가치와 더

불어 사명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바를 더 쉽게,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의 연사이건 같은 맥락의 이

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온라인, 편의와 접근성의 단어들로 나열할 수 있는 것들

이었다.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보 던 것은 비물리적 커뮤니티의 활성화, 실질적이고 효과

성 높은 서비스의 제공, 그럼에도 진심을 담으려 노력하는 접근 방법, 피드백을 통한 봉사

자 촉진이라는 것이다. IT의 기술에 따른 자원봉사의 역도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지만, 국

가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적용될 것이다. 사실 이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답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더욱 더 많은 교류와 정보 공유가 긍정적이고 시대상을 

반 한 모습으로 구축될 것이고, 지속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1. 업무 적용 사항

 기관운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항상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이 갖는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직원 역량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로써, 이러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직원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직원들이 현장 또는 

사업상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2. 평가 및 제언

 사전 교육시간에 있어서 목표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 

공동의 고민과 개인의 호기심과 관련하여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있을 것 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세션의 제목을 보고 들어갔다가 원하는 정보나 배움이 없었

을 경우 려드는 회의감이 있다. 사전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

다. 

 하지만 앞서의 작은 아쉬움들을 불식할 만큼, 인사이트를 주는 발표들이 있었다. 사례를 

통해 협업의 가치와 방법, 자원봉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

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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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채경

소속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2020 세계자원봉사대회(IAVE World Volunteer Conference 2020)

     부산 유치 홍보

     - 홍보관 운 으로 세계대회 개최역량 소개 및 자원봉사활동상 홍보

  ○ IAVE 회장 및 관계자 및 각국 대표 면담

     - 2020 세계대회 부산 유치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

  ○ 제15회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

     - 참가자들과 교류 및 유치 홍보

  ○ 자원봉사 동향 및 정보교류 등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이번 대회 참가 목적이 2020년도 개최될 제26회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 다. 

그래서 홍보관 운 을 통한 유치의지 피력을 비롯한 대회 개최나 운 부분을 많이 보게 되

었다.

   먼저 부스 실사, 리플릿, 홍보 상 상  등 홍보관 운 은 시청각 자료를 모두 동원하

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특히 BUSAN이라는 자수를 새긴 복주머니를 각종 홍보물과 함께 

타 부스와 달리 무료로 나눈 것이 호응이 좋았다. 이번 부스 운  스타일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말레이시아측의 발표자의 계획을 벗어난 장시간 연설이나 행사진행 일정지연 등은 국제

행사에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부산에서 개최할 경우, 이러한 부분은 최소

화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회 참가국들의 사전 요청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시스템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폰 어플을 이용한 동시통역시스템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한 점은 우

리 현실에 적절하게 접목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유치 홍보활동에 한국팀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아주어 현지 호응이 높았다고 생

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소속 기관중심적 체계보다는 협력체계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반이 이러한 세계대회 발표자로 서는 것이므로, 2020년을 바라

보며 자원봉사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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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제언

  전반적으로 배움의 열정이 넘쳤던 대회 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팀은 더 더욱 그러했

던 것 같다. 주최측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회의 한국팀 참가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

각한다. 물론 우리가 추진한 2020 세계대회 부산 유치 홍보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IAVE한국본부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고가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아울러 홍보관 운  등으로 포럼이나 세션 참가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므로 좋

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관련자료들을 확보,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름 김화진

소속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부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IAVE 2017 아태대회 주제“봉사의 힘: 무엇을 변화시켰는가?(The Power of 

Volunteering:What have you changed?) 중 기술과 사회혁신, 전략적 파트너십, 지속가

능한 개발목표(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야에 대해 아태지역의 운 사례 등을 통해 다양

한 통찰의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운 현황 및 사례

 ·온라인 매칭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전략적 파트너십 방법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Vollie와 Seek Volunteer, 싱가폴 NPVC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초연결, 초협력을 기반으로 경계 없는 개방과 소통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

는 거 같다. 초연결(Hyper connection)사회는 단순히 웹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

에 대한 정보가 생성․수집되고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뜻한다. 스마트세상은 다양한 플랫

폼 기반의 공유 경제이고 결국 초협력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초협력은“국가, 인종, 빈

부나 성별 등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공존을 가능케 하는 협업, 협력시스템을 말한다. 스

마트시대에 맞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이 새로운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웹을 통해 모든 것이 공유가 되는 지금 자원봉사 역에도 새로운 패러다

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 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V세상’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

음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며,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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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자 사람과 사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고 연결되는 곳이다. 즉 자원봉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물

론 관련된 사람들과의 꾸준한 연결을 도와주어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기는“경험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고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원봉사계의 안전한 브리지이다. 

V세상은 제도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간실적 관리에 구속받지 않은 새로운 자원봉

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V세상’이 활성화되기 위한 효과적인 운 방법으로 다음과 확인하고 있다. 

1) 수많은 자원봉사거리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원봉

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문자 수를 늘려야 한다. 재방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

고, 사용자와 개설자를 연결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3) 항상 새로워

야 한다. 플랫폼에 들어왔는데 잘 움직이지도 않고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플랫폼을 찾아오지 않게 된다. 늘 새로운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어야 한다. 4) 모

두가 주인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5) 플랫폼 자체 퀄리티가 높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편

히 쓸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IAVE 2017 대회를 통해 아태지역에서도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자원봉사 

접근성·다양성, 자원봉사의 사회적 향력 측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

른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등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고민들

을 해결해 가는 사항을 좀더 찾아보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름 노슬아

소속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함으로 수원 외의 많은 센터와 세계적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의 시간을 갖고자 함.

-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하여 현재 자원봉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각계의 자원봉사의 흐름 이해를 위해 직접 기회를 통해 알아가고자 함.  

- 변화되어 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내 지역사회(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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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제의 “자원봉사의 힘, 당신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 과연 나는?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에 

대한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끊임없이 고민 해

야겠다는 생각.

- 그동안, 자원봉사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 줄 수 있는 인력품’이라 생각을 하고 초

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화동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고, ‘자원봉사자 관리’라는 단어에서 ‘파트너협력’으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느낌.

2. 평가 및 제언 

- 이번 참여를 통하여 세계적 자원봉사계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사례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

-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음.

- 사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활발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 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

- 관심분야의 내용을 사전에 함께 공유하 다면, 모든 세션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지 않

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름 박성한

소속 서울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1. 타 지역 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와의 교류

 2. 각국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멘토링)의 구체적인 사례 청취

 3. 동행프로젝트의 적용가능한 점 및 발전 방향 찾기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동행프로젝트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관주도형식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활동

형식, 프로그램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교육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없으나 참여기관이 대부분 학교(교육공무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도록 예시 등을 제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대학생들에게서 봉사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

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학점을 채우기 위해 동행에 참여했더라도 동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이 이어지고 봉사  활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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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음.

 2. 평가 및 제언

 - 컨퍼런스 관련

  ․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얻지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 고민

들이 일개 개인의 고민이 아니고 여러나라 여러단체에서도 하는 고민들이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다만 시간적․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해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지 못해 아쉬웠음.

  ․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3~4개의 기관이 발표를 하는데 배정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

하여 90분으로 시간이 짧아 원하는 만큼의 질의응답을 할 수 없어 아쉬웠음.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으나 다른 나라 참여자들의 질문 뿐 아니라 한국팀에서

도 질문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또한 통역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할 수 없었음.

  ․ 포럼세션이나 개별세션처럼 주제가 여러 가지여서 통역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원봉

사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 세션의 경우 전문가가 통역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 본인의 경우 발표자료가 사전에 등록되어 미리 공부하고 참여하여야 어로 인한 불

편함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어려웠음. 

- 전체

  ․ 여러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및 유관기관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

서 매우 좋았음.

  ․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탐방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으

나 가이드의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음.

  ․ 자유시간이 많아 타 기관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여 좋았음. 다만 

자발적인 활동으로만 진행이 되어 주로 함께 교류한 선생님들과 많은 시간을 가

졌는데 일부시간은 공식 일정상에 포함하여 조별활동이나 조간 활동으로 진행된다면 

타 기관 선생님들과 교류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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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 진 수

소속 화성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급속한 파괴원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불평등이 원인으로 글로벌 네트웍의 자원봉사 리더십을 통해 개인(기관)의 역량을 강화 

하고자 참가하 음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일상이 빠른 삶 속에서 느린생각, 포괄적 사고, SDGs를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진흥 업무

를 통해 사회적 과제가 많은 미성숙 사회병리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①마을만들기사업 ②종교봉사단 구축사업 ③화성시사회공헌사업 

 ④권역별 파트너사업(NH농협,MG새마을금고,SH수협등) ⑤청소년사업

 ⑥해외파트너사업 ⑦인정과 지지사업 등의 확산과 질적 성장에 체계적으로 기여 하고자 

함

2. 평가 및 제언

 IAVE 제15회 말레시아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지구촌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자원봉사 관리자, 봉사자들에게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교재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재 편집화 하여, 2030중장기 SDGs 중장기 계획을 지역단위 

센터에서 실천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함

이름 왕  난  옥

소속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2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저는 40여년

의 공직생활 후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장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이

제 3년을 좀 넘긴 시점에서 자원봉사현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던 차에 아시

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가 개최된다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 습니다.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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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아래와 같음

   

 ◦ 자원봉사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현장이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원

봉사자들과 파트너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행정업무의 파트너보다 한 단

계 더 나아가 순수한 자발성에 기인한 공익추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

을 만나 그 가치와 활동방법들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정점에 있는 한국

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도 알고 싶었슴

◦ 자원봉사 국제적 경향과 비젼 대하여 경험하고 터득하는 기회  

 짧은 자원봉사 관련 경험을 국내․외 다양한 관련자들과 교류하여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

의 국제적 경향을 체험으로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하 슴 

III. 참가 결과

◯ 업무 적용 사항

- 해외 자원봉사관련 경험과 정보가 빈곤한 기초단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써 이번 IAVE 참

여 경험은 자원봉사개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음

- 특히 단기봉사활동 체험인 Kindness Malaysia(말레이시아 대표기구, 친절운동확산 수

행) 가 수행한 1링깃 나누기 활동은 우리 봉사센터의 신입봉사자 교육프로그램에도 도입

하여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느끼는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파트너 협력관계’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지금까지는 일감의 활동에 맞는 ‘사람’을 찾는 데에 관심을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활동’도 찾아주는 방향으로 관심을 확장시켜야 

할 것임

◯평가 및 제언

- 우리들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좋아요”를 눌러 

공유하는 것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SNS는 

생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변화했다. 자원봉사현장에서도 SNS를 통한 홍보를 추

진하지마는 선풀․좋아요’등이 그 자체로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각각 

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

- ‘volunteerism’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 혹은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 기업, 비 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위의 SNS를 통한 사회에 유익한 활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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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원봉사의 지평을 넓히는 역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인 것 같다 .

- 종합적으로 볼 때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회기간 내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활동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는 유익하고 발전적인 시간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이 작은 

지역 내 기초단체 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까

지도 확장될 수 있는 네트워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면 이 지역 내의 사회문제를 

공동의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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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왕 현

소속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를 통해 각 나라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및 추진하는 

분야 등 많은 자료를 얻고자 참여하게 됨. 특별히 각 나라별 기업사회공헌 연계와 활동현

황에 대해 배우고자 함.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자원봉사의 힘! 당신이 변화시킨 것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례, 경험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정책개선과 자원봉사의 국제적인 흐름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음. 직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하여 취지 및 자원봉사의 힘을 알리고 

변화에 더욱 앞장서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함.   

2. 평가 및 제언

 두 번째 참여한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로 많은 준비와 전체적인 변화, 계속적인 발

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로 평가하고 싶다.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함께 생각하고 추진해야 하는 공통적인 변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의 평가가 아닌 마지막 날 저녁이라도 함께 전체적인 고민과 방향을 

나눌 수 있는 피드백의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이소윤

소속 (사)한국자원봉사문화

I. 대회 참가 목적

- 자기성장 및 역량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의 세계적 동향을 이해하고 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내·외 자원봉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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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회공헌 가치와 업 기반의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기업 자원봉사를 뛰어 넘어 이번 

기업자원봉사 발표사례를 통해 기업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자 함.

- 어젠다형 기업자원봉사 유형에 IAVE 해외사례를 적용해보고자 함.

- 내부 직원교육으로 IAVE 컨퍼런스 내용 및 세계 동향을 공유할 예정임.

- 프로보노, 플랫폼이 세계적인 자원봉사 핵심 역임을 인식한바, 본 기관 사업 역에 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운 방안에 대한 고민 제시.

- 자원봉사 성과측정에 대한 내부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바, SROI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기

업 자원봉사에서의 성과측정 툴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에 고무적임.

2. 평가 및 제언

- 이번 아·태 대회를 통해 담당자로서 국내 자원봉사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고 

세계적 자원봉사 트렌드를 인식함과 동시에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SDGs 지속가능성, 플랫폼, sns활용, 프로보노, 리더십이 주요 키워드로 자주 언급됨으로

써 향후 자원봉사 운 에 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됨. 

- 세계 자원봉사 동향 혹은 SDGs, 기업자원봉사 등 해외 자원봉사 운 사례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통해 세계 자원봉사 트렌드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DB구축과 자료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컨퍼런스 기간 동안 참가자들과 각자 듣고 기록한 세션의 내용을 조별로 공유하고 소감 

나누는 스터디 시간이 별도로 있었으면 함. 컨퍼런스 이후 Wrap-up하며 정리할 수 있

는 시간 필요, 개별 자유 시간을 줄여도 좋을 것 같음.

- 통역 시 연설자와 통역사의 오디오가 겹쳐 통역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기 어려워 아쉬웠

음. 컨퍼런스 구조상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나 컨퍼런스 기간 동안 통역사 주변에 앉

아있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웠기에 향후 통역 전달부분에 대한 운 상 

고려필요.

- 기조연설 외에 세션별 발표자료에 대해 IAVE측에서 공유해주었으면 함.

이름 이슬기

소속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I. 대회 목적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 동향 학습

  현지 프로그램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식, 기술 및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트렌드와 이슈를 수용하여 관리자로써 스스로에게 생각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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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성을 심어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합니다. 

  ◯ 사업 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및 해외조사 

   첫번째 기술과 사회혁신 섹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자원봉사 형태

에 대한 동향과 사례들 학습하여 한국적 대안을 검토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두번째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사업의 성과를 

SDGs의 어젠다와 어떻게 연계하여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 SDGs 섹션참가를 통해 

핵심성과지표점검, 성과정리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벤치마킹) 향후 SROI 개념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진행했던 사업의 성과물들을 객관

화 시키는 후속작업을 진행하면서 개념을 체계화하고, 기준을 성립하여 사업별 핵심성과지

표 개발에 아이디어 제안 

  (아쉬운 부분)모범과 실패사례를 학습하여 한국적 대안을 검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유사한 형태의 활동과 활동 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관리

자로서의 동질감은 느낄 수 있었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감을 받아가기에

는 다소 어려움을 느낌

  (네트워크 강화) 자원봉사센터, 시민사회봉사단체, 유관기관 과의 상호간 소통활성화 및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좋

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자리 음 

 

2. 평가 및 제언

 (평가1) 모범사례나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학습에 하는 과정에서 AP대회만의 

시사점을 이끌어내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음

 (펑가2) 국내 자원봉사 사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 음. 자원봉사 아카이브, 

1365자원봉사포털, 재난현장 네트워크 등 국내에서 유의미한 한국의 자원봉사 사례가 주

변국들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제언) 자원봉사활동 참여목적은 유익하 으나, 다소 색다르고 주최 국가만의 자원봉사환

경 또는 매력을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아래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NPO FORUM의 

참여기관 봉사활동을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음. 말레이시아 안전캠페인활동, 반려

동물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구성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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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 윤 아

소속  강남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대회 참가를 통해 시민 체감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아젠다 발굴,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 성과, 정책 제안 등에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시각과 

통찰력 증진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웃간 한 마디, “안녕하세요” 캠페인」 인사나누기 

캠페인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 다양한 자원과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되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이루어 져야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의미있는 변화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일상 생활 속에 젖어들게 하는 친절

문화를 전파하는데 이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벤치마킹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 우리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기록으로 정리 해놓는 것이 미흡하다. 특히 

자원봉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상으로 담아 활용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이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 배운점은 자원봉사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관리자 및 자원

봉사자가 그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점에 대한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다 함께 가기위해 끝까지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지역마다 환경의 문제 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모으

고 연구하고, 지역조사를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 다. 현재 우리나라

의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는 듣기가 어려웠으나, 분명한건 미

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조사, 관련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어

떻게 이끌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 연구해야 할 것

임을 더 중요하게 알 수 있었다.  

  -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모를 때 자원봉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미를 찾고 삶의 열정을 찾는다. 그것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외로움에 큰 시사점을 준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북, 자원봉사 사례경

연, 자원봉사 화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감사와 성

장, 직원들의 보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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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감을 줌이 분명하지만, 소셜미디어,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와 공유는 우리 

센터에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직원들이 사업만 양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

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의미 있게 제대로 완수하고, 프로세스 등을 공유하는 것

에 더욱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2. 평가 및 제언

- 이미 4차 혁명시대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은 10년 전과 크

게 다를 것이 없다. NGO. NPO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등이 더욱 많

이 생겨날 것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지구인으로서 자원봉사를 설계해 나가는 사고

의 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신념과 가치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것을 꼭 자기 손에 넣

고 행정적인 절차를 힘들게 거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전파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봉사는 고차원적인 시민의식 표출과 시민사회 참여활동이다.

자원봉사 글로벌 리더십, 기술과 사회혁신, 지속적인 재정,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조

사 및 연구 필요.

이름 이화옥

소속 강남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이번 2017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참여한 목적은 다양한 국가가 지향하는 자원

봉사의 방향과 실천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가치와 이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것이었

다. 또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있어 우리와 다른 국가에서의 리더

십과 전략적 파트너십, 기업의 역할, 비 리기관의 재정확보, 인류 공동의 과제를 위한 

실천적 목표설정과 실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

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 주요 목적

1. 자원봉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관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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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의 실천과정과 성공적인 TOOL 이해

3. 자원봉사활동의 성과 및 측정방법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① 기업의 자원봉사관련 SROI 측정을 위한 그룹학습

② 자원봉사활동 후 개인적 성장 변화 측정 지표 작성 및 시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과정은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시민

성(자기주도성)도 이제는 뒤지지 않는다 판단되며 이러한 참여와 변화에 대한 성과

를 측정할 수 없어 새로운 활동은 많지만 지속적인 좋은 모형은 부족한 실정이다. 

합리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사회적 향을 해석해볼까 한다.

2. 평가 및 제언

Taiwan의 Eliza Li 가 발표한 SROI의 향과 홍콩에서 온 Anne Loh의 자원봉사

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 사업(Leadership Proje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Volunteerism: Its Social Impact) 등 2개 발표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하 다.

자원봉사가 개인적 성장을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수치적 결과 측정으로 통

해 자존감 등 많은 부분에서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이러한 변화측정과 

성과측정에 있어 이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또한 Kindness Malaysia(말레이시아 대표기구, 친절운동확산 수행)의 자원봉사활동 

체험으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지역주민들에게 1링깃(한화 약300원)을 나누어 

주는 활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혼돈스러웠다. 그

러나 생각은 혼돈스럽지만 직접 체험했을 땐 그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행

복전도사가 된 기분이었다. 1링깃 10장을 1차 나눠주고, 다시 30링깃 까지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낯선 사람들이지만 다가가는 마음은 언어장벽을 뛰어 넘는 

것을 느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필요성보다는 개인적 성장이 앞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회진행 면에서는 발표자들의 공통언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

다. 각자 나라의 언어로 발표하고 통역을 해주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발표참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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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 현 숙

소속 자원봉사 이음

I. 대회 참가 목적

  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봉사활동의 동향, 주제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 및 이해

  ② IAVE의 활동 및 대회 운  등 

  ③ 국내 자원봉사센터, 일반 단체 참가자들과의 교류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자원봉사를 심각한, 숭고한 것으로만 한정치 않고 재미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접근하

는 것은 외연을 확장하는데 중요하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on-off 와의 콜라보 등은 활발

하게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SDGs가 굉장히 큰 주제인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작은 단위로 쪼개져 일선의 자

원봉사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평가 및 제언

   ① 내용: The power of volunteering: what have you changed? 주제 아래 

plenary와 여러개의 세션, 6개의 세션주제(sdgs, 리더십, 재정, 기술, 파트너십, 기업)를 통

해 각 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흐름, 다양한 사례가 흥미롭게 소개되었다. 이 글을 쓰며 다

시 보니 각 세션과 발표주제가 적절하고 각각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식의) 

자료집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에 대한 개략도 모르는 채 준비 없이 듣느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발표를 좀 더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② 주최측 준비(시설, 음식 등): 컨퍼런스 시설이 편리하고 동선 및 준비가 잘되어 각 

세션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차와 간식, 식사 등이 정성껏 준비되었고 서비스 인력

이 충분히 투입되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음에도 원활하게 순환되었다. 

   ③ 숙소 및 여행: 숙소가 편리하고 컨벤션 센터까지 걸어다니기에 적절하 다. 대회 2

일 전에 도착하여 휴식, 현지에 대한 이해, 여행을 할 수 있어 일정을 잘 준비하 다.

   ④ 국제교류: 단체소개 부스는 말레이시아 단체 중심이고 다른 나라 단체에 대한 소개, 

브로셔, 자료 등은 없었던 것 같다.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현지 봉사활동 참여, 식사와 

티타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나라별로 모이니까 교류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토론 또는 함

께 모이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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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우태

소속 서울중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해외의 자원봉사활동사례를 파악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관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SDGs를 적용하여 진행되는 

해외의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색하고 싶었기에 대회에 참가함  

III. 참가 결과

 IAVE AP지역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해외의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내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놓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보

완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맞이하게 된 점이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중 하나

임.

 특히 다양한 기업들을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치측정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큰 반성을 

하게 된 부분이었으며 앞으로 측정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적절한 자원봉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충분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대회에 참여하면서 아무런 자료 없이 강연을 들었 기에 

내용을 이해하기에 더욱 어려웠던 점과 통역과 관련하여 의미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

우가 많아 대회 내내 강연에 집중하기 어려웠음. 하지만 이로 인해 관리자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봉사프로그램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센터홍보를 위해 언어개발역량을 키워야 함을 

대회 내내 느낄 수 있었음. 

1. 업무 적용 사항

◎ 단순한 캠페인이나 틀에 박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색다른 가치를 부여하여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대상자에게도 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구·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진행 필요

◎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봉사활동 

   인식적용 가능

◎ 기업 봉사활동 가치측정을 통해 봉사활동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활동 유지가 가능

◎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활동교육을 통해 긍정적 CSR의 확보 가능

◎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내의 자원들을 확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함

◎ 온라인을 활용한 조직화 및 홍보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함

◎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음. 지역 내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구체화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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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있어야 할 것임

2. 평가 및 제언

◎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화폐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고정적이고 틀에 박힌 봉사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함 

◎ 지역주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행위일수도 있음

(개인적 생각) 

◎ 하지만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 자원봉사 홍보에 접목시킨다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 이

라 예상됨

◎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 신선하 음

◎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은 없었음

◎ 다만 가치측정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 담당업무인 기업사회 공헌

활동 역에서 기업봉사활동 평가에 대해 더욱 구체화된 과정을 담아야 함을 느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기에 재정확보에 대한 내

용에 대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

◎ 언젠가는 정부나 자치구의 지원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스스로 독립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그에 대한 훈련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포럼

이었음

◎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자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내의 자원들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연계하는 스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모두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과 훈련이 필요할 것임.

이름 조아라

소속 양천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대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참여 역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중심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는데 본 연수를 통해 기후변화와 그 밖에 SDGs와 관련된 국제

자원봉사 활동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에서 접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

하고자 함.  

 본 대회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인 기아종식,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재생가능 에너지, 물

과 위생, 지속가능 소비생성, 기후변화, 해양 육지생태계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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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sns를 통한 좋아요, 공유하기로 자원봉사활동 파급효과

-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매뉴얼 확대 보급

- 최대한 많은 ngo 및 다양한 단체와 함께 강점을 살려 협력해야함.

2. 평가 및 제언

- Faithmen 창시자가 이야기했듯이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며 보다 흥미롭고 세련

된 봉사활동 개발을 위해 꾸준하게 힘써야겠다고 생각됨. 

- 우리 현실에 적합한 sdgs의 세부목표를 세워 연구하여 적용시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됨.

- Kindness Malaysia와 함께 진행한 단기봉사활동이 이색적이었음. 취지에 공감가는 것도 

있지만 나의 정서와는 일부 맞지 않아 활동하면서 많이 어색했었으며,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참여하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됨.

이름 최 문 수

소속 서울꽃동네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2017 IAVE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32개국의 약 620명의 참가자들과 자원

봉사 사례와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슈 및 관련된 정책개선에 대해 함께 공유하여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 많은 기관

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되었다. 또한,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에게 감

과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평가 및 제언

·이번 IAVE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할 수 있어서 나에겐 너무나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 참가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처럼 끝이 없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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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주변에 친구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좋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힘”을 알려야 하고 함께 활동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름 최민지

소속 용산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1)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하나의 국가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원봉사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여

러 국가의 자원봉사 이슈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체험하고 최대만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습득하여 복귀 한 뒤에는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함

 2) 올해 다수 환경 관련 캠페인(삼색의 미로, 가로수야 괜찮니? 환경 컵받침 만들기)을 진행하면서 환경문

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타 국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로 연계하여 진행

하는지 관심이 생겼고,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2018년 용산구 환경보호 및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각국의 자원봉사 관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층 더 폭넓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유 및 연수가 

끝난 후에도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에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로서의 한 층 더 폭넓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개발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쓰레기문제와 결합하여 기후변화와 그 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캠페인 활동 자원봉사 

    활동으로의 연계

   :용산구 관내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며, 단순히 쓰레기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 향 방지를 위한 행동을 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까지 확대하여 단순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계획 및 운 예정

 2) 단체 및 캠프 자원봉사 담당자로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환경 문제에 협력

   연계방안 모색

   : 아시아 태평양 자원봉사 우수사례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들을 동료 자원봉사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현재 담당업무인 단체 및 캠프 관리 담당으로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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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가장 의지가 많고, 적극적인 단체 및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협력하여 환경문제 및 더 나

     아가 미세먼지라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로 집중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획 및 진행을 하는데 조정자, 

     촉진자의 역할로서 함께 하고자 함

2. 평가 및 제언

   □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발전

    자원봉사 활동이 전문기관이나 NGO(비 리단체) 중심으로 활동이 되었으나,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정에서부터 학교 등 소규모로 자원봉사활동이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범위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기업 사회공헌의 중요성

     기업 사회공헌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이 전파되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어느 국가이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한정적이고, 국가지원금으로 진

행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는 형태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기업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협력함으로써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보완 및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깨달음.

   □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이해도 향상

     생각보다 자원봉사라는 개념과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으나, 국내 자원봉

사 프로그램 수준이 타국에 비해 많이 다양하며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음. 여러 국가들

의 자원봉사 사례를 통하여 2018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점과 고려할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