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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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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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구성� 및� 현황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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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

협의회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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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요� 약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

사업명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

주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후원 행정안전부

참가기관

- (사)비비비코리아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 마포구자원봉사센터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용인시자원봉사센터
- 포천시자원봉사센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참가자� 수 19명

사업유형 국제교류사업

사업지역 유럽� -� 독일

사업기간 2018년� 5월� ~� 2018년� 12월

사업목적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적� 소통과� 영향력� 제고

-� 국내� 자원봉사문화의� 질적� 제고

사업성과

-� 한국참가자� 19명� 모집� 및� 인솔

-� 사전워크숍� 실시� 및� 정기자료� 발송으로� 국제자원봉사� 동향연구

-� 참가� 사진� 촬영� 및� 자료� 공유

-� 결과보고서:� 참가자별� 개별보고서,� 전체보고서

참가대회 제25회�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대회통계 26개국� 700여� 명� 참가

평가방식
질적평가

(참가자� 평가회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체평가,� 참가자� 제안서� 등)

부록 사전� 사후� 회의자료,� 기조연설문,� 발표자료,� 대회프로그램,� 사진� 등�

사업근거� 및� 지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4조,� 제� 17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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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1)

� � � -� 참가� 지원� 대상� 국제자원봉사대회를� 자원봉사� 유관� 국제대회로� 확장하고�

다양화함.� 이를� 통해� 국내외� 자원봉사의� 가치와� 실천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공동의� 어젠더를� 구축함.�

� �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2)

� � � -� 자원봉사� 국제교류� 파트너십� 확대�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

� � � -� 투입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및� 성과의� 책무성�

강화� 도모

� � 국제자원봉사� 행사와의� 연계� 확대3)

� � � -� 한국의� 국내외�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대한민국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및� 모델� 사례� 수출

� 국제교류사업� 현황

� �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IAVE(세계자원봉사자협의회)의� 한국대표� 단체로서� 격년

제로� 진행되는� 세계대회와�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참가단을� 인솔하여� 참가하는�

것을� 국제교류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진행해� 왔음

� � � -� 2016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24회� IAVE� 세계대회에� 한국인� 참가단� 25

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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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대회에� 한국인� 참가자� 6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였고,� 하반기

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제15회� IAVE�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인� 참가단� 34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였고,

� � � -� 2018년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제25회� IAVE� 세계대회에� 한국인� 참가단�

1)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제 5영역 2-4(2018. 1)
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제 5영역 2-52018. 1)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제 5영역 2-3(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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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을� 모집� 및� 인솔하여� 참가하였음.

�

� � 사업목적

� � � -� 참가자� 국제적� 역량� 강화

� � � � � ·�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한국의� 자원봉사� 관계자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세계

의� 자원봉사� 관계자들과의�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 � -� 자원봉사� 글로벌� 동향� 연구� 및� 사업성과� 환류

� � � � � ·� 사전워크숍�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참가자의� 자원봉사� 글로벌� 동향� 파

악과� 사업성과� 환류� 계획� 파악

� � � -� 국제자원봉사계� 내� 한국� 위상� 제고

� � � � � ·� 국제대회� 발표를� 통한� 한국의� 우수사례� 공유로써� 국제자원봉사계� 및� 세계시

민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사업� 추진일정

� 사업추진절차� � 세부� 내용�

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web� searching,� IAVE� 본부� 홈페이지� 자료� 검토�

발표자� 모집� 및� 신청� 안내
한봉협�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영문� 자료� 번역� 및� 발표자� 신청� 지원

참가자� 모집� 안내�
일반참가자� 및� 참가비� 지원자� 안내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협조를� 통한� 센터� 공문� 발송

참가비� 지원자� 선정� 선정위원� 위촉� 및� 심사� 후� 공지

참가자� 대회� 등록� 접수 참가자� 대회� 등록� 온라인� 접수� �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일반참가자� 및� 청소년� 참가자� 대상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소개� 및� 설명

대회� 참가 2018.� 10.� 16.� ~� 10.� 23.

사후� 평가회의
기조연설� 및� 전체� 프로그램� 리뷰
참가자별� 대회� 참가� 소감� 및� 평가� �

참가자� 결과보고서� 제작� 결과보고서� 수렴�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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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 총� 19명� 한국대표단� 참석

� � � -�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 10월� 23일(화)� /� 6박� 8일

� � � -� 장소� :� Congress� Am� Park� Augsburg� /� 독일

� � � -� 다양한� 기관에서� 대부분�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자원봉사� 트렌드에� 대해�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음

� �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국가대표기관으로� NR미팅에�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 �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2016년,� 2017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대표단의�

청소년� 세계자원봉사대회(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 참가를� 지원함

� � � � � ·총� 12명� 학생(고양시자원봉사센터)과� 2명의� 인솔자가� 참석함�

� 인정� 보상� 차원의� 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실무자� 중심의� 참가단� 선발

로� 현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 평가회의�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컨퍼런스에� 참가하지� 않은� 자원봉사

단체� 또는� 기관과� 컨퍼런스� 내용� 및� 운영�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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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 사업� 추진

추진내용

1.� 참가자� 및� 지원자� 선정

○� 발표자� 참가․지원� 신청안내� 및� 모집
� � � -� 기간:� 2018.� 3.� 19.� ~� 4.� 30.

� � � -� 방식

‧ 회원단체� 및� 전국� 자원봉사센터� 대상� 공문� 발송(2회)
‧ 홈페이지� 게시� 및� 메일� 발송을� 위한� 웹� 초청장� 디자인� 제작(4회)

1차� 제작
(2018.� 3.� 19)

2차� 제작
(2018.� 3.� 23)

3차� 제작
(2018.� 4.� 10)

4차� 제작
(2018.� 4.� 17)

[웹초청장� 디자인]

� � � � � ‧ 한국NGO신문� 지면� 및� 온라인� 기사� 게시� 및� 홍보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03285&section=sc2&section2=NGO%20News)

� � � -� 참가자� 내� 3회� 발표,� 참가자� 외� 1회� 발표� 신청� 완료

○� 일반참가자� 및� 참가비� 지원자� 신청안내� 및� 모집

� � � -� 기간:� 2018.� 6.� 22.� ~� 7.� 30.

� � � -� 방식

‧ 공문� 및� 추가� 안내자료� 발송(2회)
‧ 홈페이지� 게시� 및� 웹� 초청장� 디자인� 제작(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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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작
(2018.� 6.� 22)

2차� 제작
(2018.� 6.� 25)

3차� 제작
(2018.� 6.� 25)

4차� 제작
(2018.� 7.� 16)

[웹초청장� 디자인]

� � � -� 공개� 연단� 홍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총회,� 자원봉사이음� ‘세계는� 지금’� 모임�

시� IAVE� 참가자� 모집� 홍보

� � � -� 일반� 참가자� 13명,� 참가비� 지원자� 10명으로� 총� 23명� 신청� 완료

○� 참가비� 지원자� 선정�

� � � -� 날짜:� 2018.� 8.� 27.

� � � -� 방식

‧ 참가비� 지원� 신청자� 9명� 중� 실무자를� 제외한� 7명� 평가� 대상
‧ 국제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위원을� 선정위원으로� 위촉,� 한봉협� 내�
심사를� 통해� 최종� 5명� 선정

2.� 여행자� 선정

○� 공고� 및� 접수� 기간:� 2018.� 8.� 14.� ~�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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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

○� 선정업체:� ㈜롯데jtb

○� 선정날짜:�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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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워크숍� 실시� 및� 안내자료� 발송

○� 참가자� 전원� 대상� 사전워크숍� 실시

-� 일시:� 2018.� 9.� 21.� 16:00~18:00

-� 장소:� 세계화연구센터(서울역� 14번� 출구)

-� 참가자:� 대회� 참가자� 16명

-� 내용:� IAVE� 역사,�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 및� 주의사항� 안내,� 참석자� 간�

� 조� 구성� 및� 네트워킹

-� 진행순서

� �

16:00~16:10(10′) 참가자� 인사

16:10~17:10(60′)

IAVE� 기관� 소개

세계대회�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전체� 일정� 안내

조별� 모임� 안내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17:10~17:20(10′) 질의응답

17:20~17:50(30′) 조별모임

�

� � ○� 오리엔테이션� 이후� 안내자료� 메일� 발송(2회)

� � � � � ‧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후부터� 대회� 참가� 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두� 차례에� �
� � � � 걸쳐� 업데이트� 정보를� 참가자에게� 송부

� � � � � ‧ 1차:� IAVE� 세계대회� 포럼� 주제� 요약(10월� 5일)
� � � � � ‧ 2차:� IAVE� 세계대회� Breakout� 세션� 주제� 요약(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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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회참가

○� 일시:� 2018.� 10.� 16.(화)� ~� 23.(화)� /� 6박� 8일

○� 장소:� Convention� Center� Kongress� Am� Park� Augsburg� /� 독일

○� 주최:� Freiwilligen-Zentrum� Augsburg

○� 대회규모:� 전� 세계� 78개국� 726명� 참가(공식집계)

○� 한국� 참가단:� 20명

○� 참가일정:� 대회참가,� 자원봉사� 현장,� 문화체험� 등

5.� 결과보고서� 제작� 및� 사업완료

○� 결과보고서� 제작배포�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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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세부내용

1.� 사업� 개요� 및� 컨퍼런스� 소개

○� 사업명� :� 제25회� 세계자원봉사대회

○� 기간� :� 2019년� 11월� 16일(화)� ~� 11월� 23일(화)� /� 6박� 8일

○� 장소�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Kongress� Am� Park� Augsburg� 컨벤션센터

○� 주최� :� IAVE� 및� Freiwilligen� Zentrum� Augsburg

○� 구성� :� 12개의� 대주제,� 44개의� 포럼� 및� B/O� 세션

○� 참가대상� :� 전� 세계� 자원봉사계� 관계자� 7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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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연도 개최지 차수 연도 개최지 차수 연도 개최지

제1차 1970 미국 제10차 1988 미국 제19차 2006 인도

제2차 1972 필리핀 제11차 1990 프랑스 제20차 2008 파나마

제3차 1974 케냐 제12차 1992 아르헨티나 제21차 2011 싱가포르

제4차 1976 미국 제13차 1994 일본 제22차 2012 영국

제5차 1978 터키 제14차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3차 2014 호주

제6차 1980 스위스 제15차 1998 캐나다 제24차 2016 멕시코

제7차 1982 영국 제16차 2001 네덜란드 제25차 2018 독일

제8차 1984 콜롬비아 제17차 2002 대한민국

제9차 1986 호주 제18차 2004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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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퍼런스� 내용

○� 대주제

��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 세부주제

1.�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리더십)

2.�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자원봉사를� 위한� 지역� 리더십)

3.� The� Global� Challeng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 (SDGs� 달성을� 위한� 전� 세계의� 과제)

4.� Youth(청년� 자원봉사)

5.� Corporate� Volunteering(기업� 자원봉사)

6.� Measuring� the� Impact� of� Volunteering(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7.� Faith-based� Volunteering(종교� 기반� 자원봉사)

8.� Innovation� in� Volunteering(자원봉사의� 혁신)

9.� Implications� of� the� Aging� of� the� World(고령화� 사회가� 주는� 시사점)

10.� Volunteering,� Inclusion� and� Integration(자원봉사와� 사회통합)

11.� Volunteering� and� Policy� Making(자원봉사� 정책� 수립)

12.� Volunteer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 � �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리더십)

� � � � 조직적� 자원봉사는� 모든�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과� 같이� 강력하고� 효과

적인� 리더십과� 운영� 및�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차원� 리더십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점과,� 운영에� 관한�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해�

자원봉사의� 발전과� 유지를� 최우선에� 둡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국가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가의�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조직구조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또한,� 국가의� 리더십의� 노력이� 가지

는� 세� 가지� 기능(옹호,� 발전,� 동원)을� 검토하고� 각� 기능� 하의� 획기적인� 실천사례를� 공

유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리더십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의� 대표자들로부터� 그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주요� 이슈와� 도전들을� 듣고�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리더십

을� 강화�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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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자원봉사를� 위한� 지역� 리더십)

� � � � 자원봉사가� 지역�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역자원봉사

센터는� 전통적으로� 봉사자가� 부족한� 자원봉사단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자원봉사센터는� 그들이� 속한� 국가와� 사회� 특성에� 따른� 요

구를� 충족시키도록� 발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자원봉사센터들의� 미래

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봅니다.� 가령,�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중계자(matching�

agency)’� 역할과� ‘개발자(development� agency)’� 역할� 사이에서의� 딜레마;� 자

원봉사센터가� 자신의� 기능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방법;� 자원봉사센터의� 자금� 확

보� 방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훈련에� 대한� 이슈들

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분야�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 활

동의� 수혜자,� 자원봉사자에� 끼친� 입증되고� 문서화된� 영향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자신의� 부가가치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성과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 The� Global� Challeng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달성

을� 위한� 전� 세계의� 과제)

� �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얼마나� 개발되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SDGs에� 주안점을� 두는� 일이� 지역사회� 생활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봉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특별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SDGs는� 우리의� 노력이� SDGs의� 넓은� 범위에만� 들�

것인지,� 혹은� 특정� 상세목표(타겟)에� 집중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구체적인� 변화� 지표

들(Indicators� of� change)에� 집중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SDGs는� 다양한� 분

야� 간의� 새로운� 협업과� 새로운� 자원봉사� 형태가� 생겨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SDGs를�

향한� 추진력이� 향상될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지도부의� 대응� 압력도� 커

질�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됩니

까?� 이미� 자원봉사가� SDGs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실제� 사례들에는� 어

떠한� 것이� 있습니까?

◎� Youth(청년� 자원봉사)

� � � � 자원봉사자로� 모집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단체들은� 그들에게� 유의미한� 일� 및� 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키울� 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입증� 가능한� 이력을� 쌓도록�

돕는� 방향으로� 그들의� 작업과� 성과를� 기록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어

떻게� 봉사하고� 있으며� 봉사단체들은� 어떻게� 이들을� 위해� 실무에� 활용� 가능한� 능력� 개

발을� 포함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디지털� 및�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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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모집� 과정에서,� 조직� 및�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새

로운� 가상의,� 모바일,� 그리고� 마이크로� 자원봉사�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용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국내� 및� 해외의� 풀타임� 자원봉사� 기회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학교� 및� 기타� 교육단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청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

적�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인� 자원봉사는� 봉사�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및�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 Corporate� Volunteering(기업� 자원봉사)

� � � �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용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인� 기

업� 자원봉사는� 이제�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착된� 자원봉사�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

입니다.� 기업과� 비정부� 기구의� 전� 세계적� 연대,� Impact� 2030�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기업� 자원봉사를� 목표로� 하는� 노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부� 기구

와� 정부들이�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를� 증가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기업들은� desired� targeting과�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두� 힘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업들은� 또한� 자원

봉사� 활동을� 기록하고� 그� 활동이� 어떻게� SDGs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에� 자

금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및� 자원봉사� 공동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어떻

게� 반응하게� 됩니까?

◎� Measuring� the� Impact� of� Volunteering(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 � � � 아마도� 전� 세계� 자원봉사� 공동체에� 던져진� 가장� 큰� 도전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승인한� 세계의� 정부들에� 의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원봉사가� 국제평화와� 발전

에� 유의미하고� 입증� 가능한� 공헌을� 함을� 증명하라는� 도전입니다.� 종종� 논의되어� 왔듯,�

자원봉사의� 영향력에� 대한� 측정과� 연구는� 이제� 조직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

서� 자원봉사�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원봉사가� 가져오는�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까?�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측정이� 끝난� 후� 생긴�

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자원봉사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 중� 일부입니다.� 본� 대회의� 특정� 세션들

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공들이고�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장려하고,� 우리� 모

두가� 이� 이슈를� 우선순위로� 두도록� 도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Faith-based� Volunteering(종교� 기반� 자원봉사)

� � � � 사실상�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신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의를� 위한� 봉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의� 모든� 종교� 단체들은�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단체들입니다.�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18》

고려할� 때,� 그들의�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데� 생겨나는� 특별한� 이슈나� 역학이� 존재합니

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종교� 기반�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여� 합동� 자원봉사� 활동

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나�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종교적� 차이에� 의한� 현재의� 갈등

과� 긴장상태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자원� 봉사자가� 될� 가능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종교� 기반� 자원봉사자들은� 동일한� 종교의� 사람들을� 돌볼�

의무와� 더욱� 광범위한� 지역� 사회에의� 참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나갑니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종교� 기반� 자원봉사의� 혁신적인� 예시

는� 무엇입니까?

◎� Innovation� in� Volunteering(자원봉사의� 혁신)

� � � �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단체들에�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수

입을� 다양화하며� 창의적인� 업무� 적용� 도입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움”이� 항상� “혁신”을� 의미합니까?� 혁신을� 위한�

노력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는� 사람들

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실패에� 대해�

자원봉사� 공동체는� 얼마나�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개인을� 더욱� 혁신적

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와� 시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Implications� of� the� Aging� of� the� World(고령화� 사회가� 주는� 시사점)

� � � � 향후� 35년� 동안� 60세� 이상� 인구는� 9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

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의,� 혹은� 더� 심각한� 고령화의� 문제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자신의� 인생� 경험,� 능력� 시간,� 그리고� 에

너지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도

움을� 필요할�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자원봉사는� 장수의� 중요한�

요소로,�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

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단체들은� 노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까?�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고령� 인구가� 단일� 집단이� 아님을� 인지하고�

"old� old"와� "young� old"의� 참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

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노력� 중� 모범�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 Volunteer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 � �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 � � �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혹은� 인재(人災)� 등�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요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자원봉사자는� 물질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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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도덕적� 구호�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지� 정부와� 정부� 간� 필수

적인� 운영� 파트너로� 입증되었습니다.� 구호에서� 개발까지,� 자원봉사에� 의한� 개입,� 그리

고� 자원봉사로부터� 도출되는� 개입은�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국가에서� 발

생하는� 도전과제를� 다루는� 평화유지� 활동에�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는�

현장의� 실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을� 보

장할� 수� 있습니까?� 인도주의적� 지원과� 긴급� 구호를� 위한� 풀타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의� 고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반�

시민들의� 방대한� 지식,� 능력,� 자원,� 네트워크� 및� 열정을� 활용함으로써� 긴급상황� 및� 재

난� 관리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 구호� 시스템은� 풀뿌

리� 조직과� 자원봉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참여시킵니까?� 정부� 기관은� 어떻

게� 자원봉사를� 그들의� 공적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과�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통합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 혹은� 그� 이상은� 대회� 동

안� 이루어질� 토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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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일정표

날짜 시간 영문 한글

10/17
(수)

10:00~
18:30

Conference� Registration 등록

14:00~
17:00

Volunteer� Activities
자원봉사
체험활동

18:00~
21:00

WVC� Opening� Gala� Dinner
(18:00~19:00)� Welcoming� Drinks
(19:00~20:00)� Opening� Ceremony

(20:00~)� Dinner�

오프닝� 갈라� 디너

10/18
(목)

09:00
Session� I� � Opening� Plenary

“Volunteering� in� a� Changing� World� ”
개회� 연사

11:15 Session� II� � Forum� Sessions
포럼세션

(4세션� 동시� 진행)

12:30 Lunch 점심식사

14:00 Session� II� I� � Breakout� Sessions
브레이크아웃세션
(12세션� 동시진행)

16:15
Session� IV� � Plenary� Session
“The� Future(s)� of� Volunteering� ”

기조강연

17:30 Let's� Connect 참가자� 네트워킹� 행사

10/19
(금)

09:00
Session� I� � Plenary� Sessions
Partnering� for� Impact

기조강연

11:15
Session� II� � Forum� Sessions
Session� II� � Breakout� Sessions

포럼세션� (4세션)
브레이크아웃세션� (8세션)

12:30 Lunch 점심

13:45 Session� III� � Breakout� Sessions
브레이크아웃세션
(12세션� 동시진행)

15:45
Session� IV� � Plenary� Session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

기조강연

17:15 IAVE� Member� Meeting IAVE� 멤버� 회의

19:00 Bavarian� Evening
저녁� 축제
(Beer� Tent)

10/20
(토)

09:00 Session� I� � Forum� Sessions
포럼세션

(4세션� 동시진행)

12:30
Session� II� � Closing� Plenary
“Up,� up� and� awayyyy� !”

폐회식

14:00 Lunch 점심식사� 및�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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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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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문화를� 확산

○� 목표

-� 세계� 각국�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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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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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제17차� 대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 ·� 2014년� 제23차� 대회�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

� ·� 2016년� 제24차� 대회� 멕시코� 멕시코시티� 개최

� ·� 2018년� 제25차� 대회�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개최

� ·� 2020년� 제26차� 대회�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개최� 예정

-� 지역대회� 개최

� ·�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격년으로� IAVE� 지역대회� 개최

� ·� 1997년과� 2011년에는�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를� 각각� 대한민국� 서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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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들간� 파트너십� 구축

� ·� 네트워크� 개발

� ·� 전� 세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 ·� 자원봉사활동� 가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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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보고

1.� Welcome� Messages

� � �

� � � 친애하는� 2018� IAVE� 세계� 자원봉사� 대회� 내빈분들께,

� � � 여러분들을�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도시로� 초대하여� 영광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중요한�

대회의� 개최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 세계의� 많은� 참가자가�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 � �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도시에서�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협력자와� 의욕이� 넘치는� 팀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한� 운영자�

Wolfgang� Krell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세계� 자원봉사� 대회� 모든� 행사� 동안�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기차게�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 � �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 대회의� 슬로건입니다.� 이� 말은�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지구의�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의미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 프로그램에� 있는� 각기� 다른� 플래너리,� 포럼,� 브레이크-아웃� 세션의� 핵심�

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 � � 당신이� 공동체에서� 당신의� 향후� 활동을� 강화할� 고무적인� 인상을� 받고�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20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

Dr.� Kurt� Gribl,�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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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애하는� 내빈분들께,�

� � � 당신을� “평화의� 도시”� 아우크스부르크로� 초대하여� 영광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자원봉사를�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모두가� 세계� 자원봉사� 대회에� 70개가� 넘는� 나라로부터� 많은� 참가자가�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테마로�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봉사� 활동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의제를� 형성했습니다.� 이�

모든� 토의의� 공통� 목표는� 자원봉사� 실천을� 더욱� 강화하고� 오늘(현재)과� 내일(미래)을� 위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 �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는� 자원봉사의� 힘을� 신뢰하는� 수많은�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토의,� 교환� 그리고� 만남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 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도시에서� 머무는� 며칠� 동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방문� 경험을� 갖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 � � 특히� 우리는� IAVE� 팀의� 훌륭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모든� 협력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며,� 가장� 중요히도� 세계� 자원봉사� 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 � 독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Wolfgang� Krell,� 아우크스부르크� 자원봉사센터장

� � � 우리는� 당신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5회�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로� 초대하여� 설렙니다.�

� � � 2년마다,� IAVE는� 우리의� 창립자의�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자원봉사지도자들을� 모이도록�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바로� 자원봉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과� 국가� 간� 국제적인� 이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 �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대회의�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직면한� 지구적�

난제에� 해답을� 찾기� 위한� 협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25》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자원을� 끌어� 쓰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결집한� 힘으로� 봅니다.�

�

� � � 이� 대회가� 실현되도록�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Kurt� Gribl� 시장님,�

lagha� Bayern� e.� V.� 과� bagfa� e.� V,� 지역과� 국가적� 자원봉사센터� 연합,�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준�

독일과� 전� 세계의� 재단과� 기업� 후원자,� 가장� 중요하게도� 아우크스부르크� 자원봉사센터와� 지난� 2년간�

우리를� 위해� 힘들게� 일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개최하는� 모든� 계획을� 품고� 실현했던� 아우크스부르크� 자원봉사센터장� Wolfgang�

Krell의� 엄청난� 헌신과� 분투가� 없었다면� 이� 대회는�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ylee� Bates,� IAVE� 세계회장

2.� Opening� Gala� Dinner

� � UN� 봉사단(이하� UNV)의� 독일� 본국에서� 열리는� 제25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에서,� UN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전하게� 되어,� 저에게� 큰� 영광이자�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를�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행사의� 호스트,� Kylee와� Kenn� 이하� IAVE� 본부팀께� 감사드리며,� 물론� 이� 기간에�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Augsburg� 시에도� 감사드립니다.

� � 대회는�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구축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상이� 때때로� 더욱�

양극화되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대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 2030� Agenda를� 실현하기� 위한� 천� 일이� 넘도록� 지속해� 온� 이러한� 정신에서,� 이�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우리� 각각의� 지지자가�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을�

이행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중요한� 기회입니다.

� �

� � UN의� 자원봉사에� 있어� 2018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3년마다� 발간되는� 사무총장의� 자원봉사�

보고서는� 지난� 10월� 2일�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의� 방대한� 의견들을�

담은� 2018년� 보고서는� 자원봉사자가�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통해� 어디서나,� 그리고�

매일� 만들어� 내는� 다양한� 기부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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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의� 공헌을� 점점� 더�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60%가� 넘는� 29개국이� 올해� 7월� UN에�

제출한� 그들의� 국가� 평가에서� 자원봉사자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2016년� 자원봉사에� 대해� 언급을� 했던�

단� 2개국,� 2017년� 17개국을� 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브라질과� 일본이� 후원하는� 현� 총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은� 자원봉사를� 2030� Agenda로� 통합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접하실� 수� 있으며,� 특히� 행동� 계획� 프로세스는� 여기의� 집단�

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 �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공유하고,� 기록하며,� 평가하기�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섹터로서의� 우리는� 정부와� 그들의� 협력자가� 평화와�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중요한� 일을� 지지하기�

위해� 잘� 정비되어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수행한다면,� 행동� 계획은� 우리가� 개발�

담론에서� 자원봉사의� 헌신을� 인식하는� 데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극적으로� 확장하게�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체계의� 작업�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기관과� 소유권이�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번� 대회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간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평화와�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IAVE와� 회원국의� 지속적인� 헌신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후략)

-Olivier� Adam,� UNV� 선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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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일정

10월� 17일(수)

10월� 17일(수)�

18:00~21:00

주� 제 Opening� Gala� Dinner

참� 여

·� Kerstin� Schreyer
·� Wolfgang� Krell
·� Hans-Peter� Teufers
·� Olivier� Adam
·� Kylee� Bates

내� 용

-� 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갈라� 디너

-� 독일� Bavarian� 지역� 전통� 공연(음악,� 춤)과� 전통� 음식� 등을� 선보임.

10월� 18일(목)

10월� 18일(목)�

09:00~10:30

주� 제 Plenary� Session:� Volunteering� in� a� Changing�World

참� 여

·� Opening� Speaker:� Helmut� Anheier
·� Response� Panel:
� -� Christina� Rigman
� -� Olivier� Adam
� -� Kenn� Allen
·� Special� Presentation:� Ksenia� Razuvaeva
·� Featured� Speaker:� Dr.� Dhananjayan� Sriskandarajah

내� 용

-� 2일차�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강연

-� 자원봉사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사의� 강연� 진행.

-� 특별� 순서로� Global� Youth� Volunteer� Forum에서� 결정된� 자원봉사� 선언을� 청소년� 대표단이� 직접�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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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목)�

11:15~12:30
주� 제

Forum� 1.1� The� Future� of� Nation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Forum� 1.2� Behind� Every� Global� Goal� � Volunteers� Leading� Change
Forum� 1.3� Youth� Volunteering� as� a� Pathway� for� Employment� � or� Not?
Forum� 1.4� Volunteering� is� for� Everyone,� Volunteering� is� about� Belonging

내� 용

Forum� 1.1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의� 구조는�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점과� 전략적이고� 운영상의� 리더
십을� 제공하며,� 최우선� 과제를� 위한� 봉사활동의� 개발과� 유지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 구조가� 이에� 필요한� 것
을� 갖고� 있는가?�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끊임없는� 지적을� 고려하면,� 국가적� 리더십� 구조가�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변화� 주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포럼은� 세계� 각지의�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모색하기� 위한� 대화로� 나아가는� 이러한� 불편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Forum� 1.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DGs)를� 설정하며,� 유엔은� ‘어떤� 사람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위에� 대한� 지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자원봉사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에� 보편적인� 방식
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기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인다.� 이미�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공동체를� 돕기� 위
해�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SDGs라는� 목표를� 행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된� 다양한� 관점들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SDGs를� 지역화하고,� 어떻게� 자원봉사
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는가?� 어젠다� 2030을� 성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
여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Forum� 1.3

청년� 자원봉사는� 현재� 지구적�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자원봉사가� 젊은이들이� 시민권을� 행사하고� 공동체의� 진
정한� 요구사항을� 고심하고� 국가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생활� 기술과� 직업과� 관
련하여� 세계� 시장에서� 고용자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돕는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이�
포럼� 세션에서는� 젊은이들이� 각� 영역이나� 분야에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업을� 창출하고,� 젊은이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을� 증진할� 교육을� 제공하고,� 괄목할� 만한�
작업� 역량의� 역사를� 쓰는� 것을� 돕도록� 그들의� 작업과� 성취를� 문서화하는� 자원봉사� 참여� 조직의� 필요성에� 대
해� 다룰� 것이다.�

Forum� 1.4

폭넓은� 자원봉사는� 나이,� 문화,� 성별,� 성적� 취향,� 민족성,�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가� 폭넓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도전이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래� 사람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가장� 광대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그들,� 자신들이� 소속될지�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해� 피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딜레마에�
첨예한� 관심을� 두게� 한다.� 이� 포럼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조직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과� 관련
된�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으로� 폭넓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
초� 자료와� 지식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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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목)�

14:00~15:30
주� 제

Breakout� 1.1�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olicy�makers� taking�
an� interest� in� volunteering
Breakout� 1.2� Making� best� use� of� digitalization� and� online� platforms� to�
increase� effectiveness
Breakout� 1.3� Supporting� refugees� through� volunteering� � examples� of� the�
German� response
Breakout� 1.4� The� role� and� impact� of� full� time� youth� volunteer� programs
Breakout� 1.5� Young� citizens� in� action� (1)
Breakout� 1.6� Taking� action� to� deliver�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Breakout� 1.7� The� role� of� volunteer� centers� in� providing�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 a� European� perspective
Breakout� 1.8� Leadership� for� volunteering� in� tackling� environmental�
challenges
Breakout� 1.9�What� is� impact�measurement?� � Conceptual� frameworks� and�
evidence� from� research
Breakout� 1.10� High� value� partnerships� that� create� impact
Breakout� 1.11� Taking� your� volunteer� program� to� the� next� level
Breakout� 1.12� Emerging� leadership� structures� for� volunteering

내� 용

BREAKOUT� 1.1:� 자원봉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종합적인� 지역� 자원봉사� 정책과� 국가정책의� 사례.� 어떻게�
당신이� 자원봉사를� 인정하도록� 하고,� 어떻게� 선한� 행위가� 우선순위로� 남는지에� 대해서� 고려함.�

BREAKOUT� 1.2:� 어떻게� 온라인� 자료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보여줌� ;� SDG�
2030� agenda를� 다루고,� 개인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잘� 연결하는� 방법� 및� 사례� 공유

BREAKOUT� 1.3:� 유럽으로� 밀려온� 난민의� 파도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자원봉사� 조직과� 절차� 만들기.� 조직들
과� 개인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실천하고� 돕고� 그들의� 마음과� 터를� 열도록� 하는� 방법� 및� 사례

BREAKOUT� 1.4:� 영국에서�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 시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험;� 지도력과� 자원봉
사를� 함께� 다루는“Habitat� for� Humanity’s� Young� Leaders� Build� program”의� 발전;� 4C(confidence,�
care,� commitment,� courage)� 청년� 자원봉사� 리더십� 프로젝트에� 대한� 홍콩의� 이야기;� 국경� 넘는� 자원봉사�
:� 독일� � 에콰도르의� 교환� 프로그램� �

BREAKOUT� 1.5:� 청년�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사례들� � 청년들의� 지구적� 이동;� 학교에서의� 청년� 봉사활동;� 청
년� 봉사자를� 인정해주고� 사회적� 행위를� 장려하기.�

BREAKOUT� 1.6:� SDGs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선보임.� � 지역� 자원봉사� 발전의� 중요성,� 청년들이� 변화를� 부
르는� 동인이� 되도록� 장려하기� 그리고� 유명한� 호텔� 체인이� SDGs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에� 뜻을� 맞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

BREAKOUT� 1.7:� 리투아니아에서� 지역�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하는� 도전들;� 북아일랜드에서� 봉사자들과� 일하
는� 새로운� 방식에의� 대응;� 그리고� 독일에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대기업이자� 글로벌� 브랜드인� 아우디의� 성공
적인� 협력을� 탐구하기.�

BREAKOUT� 1.8:� 전� 세계로부터의� 흥미로운� 사례들� � 도시� 공간에서� 환경�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네덜란드의�
전통;� 페루에서� 여행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환경-자원봉사� 프로그램� (ecovoluntariate� program)� ;�
타이완에서� 친환경을� 위한� 청년� 자원봉사활동�

BREAKOUT� 1.9:� 홍콩에서� 이타주의� 수준에� 관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로부터� 나온� 증거와� 웰빙� 간의�
상관관계;� 이탈리아에서� ILO� Manual을�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측정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의� 풍부함을�
발견하기;� 러시아에서� 자원봉사� 노력의�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다층적� 접근;� 왜� 그리고� 어떻게�
불가리아에� 있는� NGO들이� 자원봉사의� 영향을� 측정하는지

BREAKOUT� 1.10:� 기업과� 세계나�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들� 사이� 순� 기능하는� 제휴는� 성공적인� 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휴는� 어떻게� 맺어지고� 유지되는가?� 어떻게� 창의적인� 프
로그램이� 개발되고� 전� 세계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는가?� 이� 워크숍의� 발표자는�
그들의� 성공에� 내재한� 비밀을� 공유할� 것이다.�

BREAKOUT� 1.11:� 한� 때� 당신이� 훌륭하고� 매력적인�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다른� 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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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목)�

16:15~17:30

주� 제 Plenary� Session:� The� Future(s)� of� Volunteering

참� 여
·� Aarathi� Krishnan
·� Emma�Morley

내� 용

IFRC와� UNV가� 주도한� 참여� 세션�

이� 총회는� 모든� 대회� 참가자들에게� 자원봉사의� 미래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IAVE,� IFRC�
그리고� UNV에� 의해서� 공동으로� 기획되었다.� 이것은� 2020� UN� Global� Technical� Meeting� on�
Volunteering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세미나� 대담� 중� 첫� 번째이다.

10월� 18일(목)�

17:30~19:00
주� 제

Let’s� Connect!
- Evening� Networking� Event

내� 용

온종일� 이어진� 플래너리,� 포럼�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끝내고� 편하게� 휴식을� 취합시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저녁�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동료� 대회� 참가자와� 함께합시다.� 자원봉사� 계의� 수백� 명의� 사람과� 함께�
섞이면서� 음식을� 즐기세요.�

자원봉사분야의� 다른� 관심� 주제들을� 위해� 센터�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 봉사활동,� 봉사활동�
운영,� 자원봉사센터,� 정책� 입안� 등�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많은� 세부주제의� 다양한� 혁신
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각� 각의� 주제들이� 다뤄지는� 곳을� 돌아다니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자원봉
사자들과� 제휴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의� 프로그램을� 향상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역사회,�
직원,� 그리고� 기업이를� 향한� 더� 큰�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패널� 발표자들
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통찰을� 나눌� 것이다.�

BREAKOUT� 1.12:� 자원봉사� 운영� 조직을� 위해� 지도력을� 확립하는� 면에서� 동기와� 난제를� 탐구함.� 이� 질문에�
답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발표자가� 자원봉사를� 위해� 지도력을� 개발한� 경험을� 공
유할� 것이다.� � 왜,�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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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금)

10월� 19일(금)�

09:00~10:30

주� 제 Plenary� Session:� Partnering� for� Impact

참� 여

·� Opening� Speaker:� Eduado� Martinez
·� Presentation� of� IAVE� Global� Corporate� Volunteering� Awards
� -� Diane� Solinger
·� Report� out� on� the� Future(s)� of� Volunteering� plenary
� -� Aarathi� Krishnan
·� Featured� Speaker:� Felix� Finkbeiner

내� 용

-� 3일차�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강연

-� 협력과� 파트너십의� 영향에� 관한� 강연

-� 특별� 순서로� IAVE� Global� Corporate� Volunteering� Awards� 수상� 및� 발표가� 있었음

-� Plant-for-the-Planet의� 설립자인� Felix� Finkbeiner의� 강연� 및� 기념촬영이� 있었음

10월� 19일(금)�

11:15~12:30
주� 제

Forum� 2.1�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that� is� “Fit� for� Purpose”� in�
the� 21st� Century
Forum� 2.2� Corporate� Volunteering� � Evolution� or� Revolution?
Forum� 2.3�Measuring� Impact:� How� Do�We� Know� Volunteers� Make� a�
Difference?
Forum� 2.4� Government� Policies� for� Volunteering� � Help� or� Hindrance?

Breakout� 2.1� Challenging� disadvantage� and� embracing� inclusion� through�
volunteering
Breakout� 2.2� Measuring� impact� examples� from� the� world� of� corporate�
volunteering
Breakout� 2.3� Young� citizens� in� action� (2)
Breakout� 2.4� The� role� of� faith� based� organizations� and� their� volunteer�
programs
Breakout� 2.5� Renewal� of� national� leadership
Breakout� 2.6� The� benefits� of� engaging� older� people� as� volunteers
Breakout� 2.7� Ensur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of� volunteers
Breakout� 2.8� Showcasing� tech� platforms� that� support� involving� and�
managing� volunteers

내� 용

Fourm� 2.1

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부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지� 자원봉사센터는� 전통
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를� 돕기� 위해� 설립된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이� 변화와� 맞춰� 갈� 수� 있는가?� 이� 포럼에서� 우리는� 실무자들이� 정
보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센터� 모델의� 역할과� 적절성을� 토론하도록� 이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고려해
볼� 것이다.� 만약� 존재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영향은� 무엇인가?� 초고도� 정보화� 시대에� "매칭� 에이전트"가� 되
는� 오래된� 모델은� 죽어가고� 있는가?�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 할� 수� 있는가?

Forum�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 시민사회� 단체,� 소비자와� 직원의� 기대에� 부응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
의� 절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및� 조직�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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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갖고� 그들의� 활동을� 재설정하고� 있다.� SDGs는� 돈,� 제품,�
브랜드� 그리고� 직원의� 기술을� 포괄하는� 통합된� 접근법으로� 기업을� 모집하고� 참여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기업�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특정� 문제,� 사회,� 종
사자� 및� 참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방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며�
이� 포럼은� 기업� 자원봉사의� 미래는� 무엇일지� 토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차� 확산되는� 현상인가?� 모든� 사
람의�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가?� 성공이란� 어떻게� 보이는가?�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전략,� 추세�
및� 과제를� 비교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Forum� 2.3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공헌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당면과제와� 딜레마가� 되었다.�
이는� 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증거� 기반의� 방침과� 활동� 환경�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좋은� 것"
이라는� 주장을� 뛰어넘어� 무엇을� 성취했고�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딜레마이다.� 조
직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
정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영향� 측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까다로움을� 공유하고� 있다.� 이� 포럼은� 지구상� 다
양한� 지역에서� 자원봉사� 공헌이� 개념화되고� 실행되는� 것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영
향� 평가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원봉사� 공헌도를�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 우리를� 도울� 어떤� 도구가� 있는지� 같은�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Forum� 2.4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정책� 체계와� 지출�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발전했다.� 정책에� 문화와� 정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례가� 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향한� 정부� 접근� 방식의� 주요�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 가장� 중요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
고,�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변했는가?� 정부가�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만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자원봉사에� 관해� 쟁점을� 만들었는가?

BREAKOUT� 2.1:�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을� 포용하는�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기;� 청각과� 언어장
애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하기;�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도움으로� 공동� 생산품(co-production)� 사용�

BREAKOUT� 2.2:� 자원봉사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영향� 측정법을� 이용하는� 세� 기
업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BREAKOUT� 2.3:� 청년�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사례들� � Tribes:� 브라질� 최대� 청년� 자원봉사� 운동;� 스코틀랜드�
청년의� 해;�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의� ‘변화’� 프로젝트� 사례� 공유

BREAKOUT� 2.4:� 자원봉사와� 종교적� 신념� 간의� 역동적� 관계와� 신앙� 표출로서� 자원봉사의� 힘을� 탐구

BREAKOUT� 2.5:� 수십� 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성장한�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국가� 지도력의� 사례� 공유.� 무엇
이� 이� 자원봉사� 조직이�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평가하는가?

BREAKOUT� 2.6:� 웰빙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행을� 치유하는� 회복력을� 키우도록� 노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참여시키는� 최
고의� 방법

BREAKOUT� 2.7:� 당신은� 재난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람들이� 전문� 인도주의� 인력과� 함께하지만,�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라면,� 보고�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는
가?� 현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그�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하게� 된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직면하여� 어떻게� 더� 잘�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전문� 기술이� 적절
하게� 평가되고� 계획� 설립에� 고려되는� 것� 그리고� 외부� 지원� 때� 행동들이� 표면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 패널들이� 적합한� 행위를� 공유할� 것이다.

BREAKOUT� 2.8:� 자원봉사자� 관리� 과정을� 보조하도록� 고안된� 몇� 디지털� 생산품들을� 보는� 기회.� 오스트레일
리아의� ‘BeCollective’,� 캐나다의� Benevity,� 브라질은� V2v� 그리고� 스위스의� Alaya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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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금)�

13:45~15:15
주� 제

Breakout� 3.1� Faith� based� volunteer� involving� organizations� making� a�
difference
Breakout� 3.2� Enhancing� volunteering� through�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Breakout� 3.3�We� fail,� we� learn,� we� try� again,� we� succeed� � some� new�
approaches,� perspectives� and� tools
Breakout� 3.4� Student� volunteering� � developing� leadership,� delivering�
community� impact
Breakout� 3.5� Technological� solutions� to� engaging� and�mobilizing� civic�
participation� locally� and� globally
Breakout� 3.6� Leadership� for� volunteering� in� delivering� effective� health�
and� social� care
Breakout� 3.7� Reflections� on� youth� volunteering� from� East� to�West
Breakout� 3.8� How� impact�measurement� can� be� effectively� integrated� into�
volunteer�management� processes
Breakout� 3.9� Examples� of� practical� tools� to�measure� impact� of� volunteer�
involvement
Breakout� 3.10� Structuring� corporate� volunteers� programs� for�maximum�
inclusion
Breakout� 3.11� Creating� meaningful� skills� based� volunteer� porgrams
Breakout� 3.12� Involving� volunteers� to� build� resilience,� respond� to�
disasters� and� aid� in� recovery

내� 용

BREAKOUT� 3.1:� 신앙� 기반� 조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고� 관리하는� 지도력의� 사례� 소개;� 사람
들과� 공동체에� 실질적인� 보조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용함.

BREAKOUT� 3.2:� 자원봉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지지하도록� 작용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사례�
소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의� 사례� 공유

BREAKOUT� 3.3:� 자원봉사� 관리를� 향상하는� 행위의� 발전을� 통해� 혁신의� 활용을� 탐구함;� 자원봉사자들의� 공
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청년� 봉사자를� 참여시키고� 자원봉사� 주도적� 계획(initiative)을� 발전시키려는� 기술과�
디자인의� 활용.�

BREAKOUT� 3.4:� 학생� 자원봉사를� 계획과� 관점의� 측면으로� 살펴본다.� � 말레이시아의� 정부� 조직인� YSS� 학
생� 자원봉사� 재단� (Student� Volunteers� Foundation� in� Malaysia)� ;� 콜롬비아와� 캐리비안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을� 탐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동원;� 캐나다의� 학생들이� 공동체
를� 보조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혁자가� 되도록� 한� 경험� 공유

BREAKOUT� 3.5:� 자원봉사� 개발에� 혼합식(mixed-methods)� 접근�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청
년들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이것은� 결집하고,� 교육하고� 지속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등� 우리의�
권한� 범위를� 넓히는� 원격�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도록� 함.�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장려하는� 수단으로� 핸드폰과� ‘WhatsApp’을� 활
용

BREAKOUT� 3.6:� 청년�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동체� 보건� 필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 캐나다
의� 사례;� 미국,� 에콰도르� 그리고� 핀란드까지� 세� 대륙을� 관통하는� 병원� 자원봉사자들의� 경험과� 중요성을� 탐구

BREAKOUT� 3.7:� 홍콩� 청년� 자원봉사의� 민주,� 사회적� 지표를� 보여주는� City� University의� 연구;� 미국,� 프랑
스,� 홍콩,� 브라질� 그리고� 영국까지� 4대륙을� 포괄하여� 청년과� 가족� 자원봉사에� 대한� Point� of� Light의� 연구;�
자원봉사를� 통한� 국제학생의� 참여와� 어울림에� 관한� 독일의� Students� Meet� Society� 프로젝트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 소개

BREAKOUT� 3.8:� 영향� 측정을� 사용하는� 조직들� -� Children’s� Hospices� across� Scotland,� Ruach� Tova,�
Good� Deeds� Day,� Techno� International� 사례� 공유

BREAKOUT� 3.9:� 영국� 자원봉사� 영향� 평가의� 툴킷(toolkit)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기회;� 네덜란드의� 총체
적인� 공동체� 평가와�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통한� 한국의� 데이터� 모음�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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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금)�

15:45~17:00

주� 제 Plenary� Session:�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참� 여

·� Featured� Speaker:� Gerd�Müller
·� Innovations� in� Volunteering�Worldwide:� A� Panel� Discussion
� -� Latin� America:� Laura� Sánchez� Gil
� -� Europe:� Holger� Holland
� -� Asia:� Mujtaba� Arshia
� -� Africa:� Agnetta� Nyalita
·� Moderator:� Chris� Eaton

내� 용

-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협력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연사들의� 강연으로� 구성

- 세계� 각� 지역의� 혁신적인� 자원봉사� 관련� 협력� 사례를� 소개하는� 패널� 토론으로� 구성

10월� 19일(금)�

19:00~21:30
주� 제

Bavarian� Evening
- Evening� Social� Event

내� 용

O’zapft� is(맥주� 통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수제� 맥주,� 맥주� 텐트,� 음악과� 전통� 민속� 복장들은� 바이에른� 문화
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회� 참가자들만� 참석� 가능한� 대형� 천막에서� 열리는� 바이에른� 저녁� 축제에� 함께
하세요!� Schweinshaxn,� Obazda,� sausage� salad� 등� 푸짐한� 식사와� 함께하는� 전형적인� 바이에른� 맥주� 텐
트� 분위기를� 즐기세요.� 현지�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는� 민속�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이� 문화에� 흠뻑� 적셔보세
요.� 현지� 주민들이� dirndl과� lederhosen과� 같은� 전통� 바이에른� 복장을� 하고� 당신에게� 아우크스부르크의� 정
취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저녁은� 당신이� 놓칠� 수� 없는� 대회의� 야연(夜宴)입니다.� 당신이� 휴식을� 취하고� 부드럽고�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회에� 참석한� 다른� 대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BREAKOUT� 3.10:� 기업� 자원봉사� 목표� 중� 하나는� 사원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상환하도
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사원들의� 다양한� 흥미,� 기술,� 직무� 책임을� 고려하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많은� 사원
을� 대상으로�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상환하려는� 다양한� 사원들을� 참여
시키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션

BREAKOUT� 3.11:� 많은� 기업이� 그� 직원들의� 능력과� 더� 잘� 맞도록�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
램을� 기획하려고� 시도한다.� 또� 기업은� 자신들의� 브랜드와� 전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이� 세션의� 발표자는� 매
우� 다양하지만,� 사원들의� 특별한� 기술을� 혁신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각� 각의� 방법을� 찾은� 기업
과와� 산업체들을� 보여준다.

BREAKOUT� 3.12:�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재난과� 자연재해의� 과다� 발생을� 고려하면,� 어디서든�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대비하고� 그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의� 필요가� 대두된다.� 몇몇�
사례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기� 어렵지만,� 멀티� 섹터의� 접근법이�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는� 그러한� 자원의� 핵심요소이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세션의� 패널들은�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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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토)

10월� 20일(토)�

09:00~10:30
주� 제

Forum� 3.1� Faith,� Service� and� Volunteering
Forum� 3.2� Volunteering� and� the� Quest� for� Innovation
Forum� 3.3� A� Changing� Society:� Aging� Populations� as�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um� 3.4� Help� in� disaster

내� 용

Forum� 3.1�

여러� 종교와� 지역사회를� 통틀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은� 국내외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다.� 시민사회에서� 종교� 기반� 조직의� 중요성은� 사회� 정책의� 개발과� 실행� 속에서� 점차� 인식되어왔다.� 이� 조직
들은� 공공�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 역사의� 탄생에� 공헌한,� 의미�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나� 종교� 기반� 자원봉사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 의해�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포럼은�
2010년대에� 종교� 기반� 자원봉사의� 역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관해� 탐구한다.�

Forum� 3.2�

자원봉사는� 사회� 역동성이므로,� 이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자원봉사�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는� 혁신의� 상태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지속적인� 증가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기대와� 기술� 사용� 및� 디지털
화의� 새� 방식과� 같은� 것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자원봉사� 세력의� 일부가� 환경의� 진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조직은� 새로운� 요구,� 새로운� 현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Forum� 3.3

60세� 이상� 인구는� 향후� 35년간� 9억� 명에서� 2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시험대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노인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인생� 경험,� 기술,� 시간� 및� 에너지
를� 쏟을� 수� 있는� 잠재�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어느� 시점에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복지를� 증진하고� 잠재적�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봉
사가�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상의� 이익을� 준다고� 입증된� 증거를� 생각해야� 한다.� 이� 포럼은�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 영향들,� 자원봉사의� 미래�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단체의� 활동을� 찾아� 본다.

Forum� 3.4�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구호를� 돕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잘� 기록되
어� 있다.� 그러한� 지원을� 이용하려는� 국가와� 공동체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최대치를� 얻어내고,� 그들의� 공헌이�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성공으로� 가
는� 키는� 주로� 기대�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행위를� 취하고� 재난� 대응과� 연관된� 자들과�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들이다.� 이� 포럼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안심시키면서� 그들의� 공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다양한� 협력자의� 공헌이�
함께� 섞일� 때,� 그들의� 자원봉사� 노력을�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지역과� 세계의� 반응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
할� 것인가?� 그리고� 뉴스� 미디어의� 시선이� 지나간� 후에도� 막대한� 지원� 필요가� 남아있다면,� 자원봉사와� 관련
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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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토)�

11:15~13:00

주� 제 Plenary� Session:� Up,� Up� and� awayyyy!

참� 여

·� Featured� Speaker:� Dr.� Jemilah�Mahmood
·� Closing� Remarks
� -� Kurt� Gribl
� -� Kylee� Bates
·� Closing� Ceremony� &� Announcement� of� Host� Country� for� 2020�World�
Volunteer� Conference

내� 용

-� 국제적십자사의� 활동� 관련� 강연

-� 폐회식� 및� 평생� 회원� 선정� 기념행사� 진행

-� 2020� IAVE� 세계대회� 개최지� 발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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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 자료>



2018�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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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경범

소 속 국립공원관리공단

Ⅰ. 대회 참가 목적

  □ 자원봉사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정세 파악

    ○ 국내·자원봉사 관련 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국가별·지역별 자원봉사 정책 동향 및 내용 파악

    ○ 국립공원 적용이 가능한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벤치마킹

  □ 국내 및 국립공원 자원봉사 이슈에 관한 해결 방안 발굴

    ○ 국가별 고연령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파악

    ○ 지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및 협력 사례 발굴

    ○ 청소년, 식자층, 종교, 기업 등 대상별 자원봉사 운영 현황 파악

  □ 국립공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한 해외의 자원봉

사센터 운영 실태 파악 및 벤치마킹 

  □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국립공원 우수 자원봉사자 동반 세계대회 참여로 그간의 국립공원 자원  

  봉사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

    ○ 참여 사례 전파(‘18.11.13., 제14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발표 예정)로  

  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 동기 부여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 (10.18.) 기조연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

    ○ 과거와 달리 21세기는 시민의 의사 결정이 존중 받는 시대이며 사회 

여러 곳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원봉사 변화하고 있으며 변

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당면해 있다.

    ○ 러시아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자원봉사 또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재정적 지원이 늘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영역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 인구의 10%가 자원봉사자이고, 

15%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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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경우 현재와 미래의 자원봉사 자원으로 이들은 향후의 자원봉  

정책 방향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    

하고 있는 사실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과 실행은 현재의 자원

봉사 운영을 넘어 미래의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인터넷을 발달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 즉, 사람

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활동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시민의 활동 영역을 확대 역할하고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

을 해 나가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규

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아울러,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 하여야 한다.

   ○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까? 기술적인 혁신을 이해하고 활

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민참

여 방안과 영역에 대하여 정부는 행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조직의 목표와 행

동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행정과 규제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림

에 따라 우리가 현재 할 일이 무엇이지 생각해야 될 때이다.

   ○ 자원봉사는 현상유지를 하면 안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원봉사의 공간이 좁아진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변화에 기인한 결과지만 정부의 지원이 자원을 창출하는 자  

원봉사 영역에 집중된 것 또한 큰 요인으로 향후, 정부와 연결된 다양  

한 자원봉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10.18.) 포럼세션: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미래

   ○ (크로아티아) 과거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에 합리적으로 

정착 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는 자원봉사에서 우산의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30개 기관 자

원봉사센터에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민주

적으로 발전하고 보다 많은 전략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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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한국의 자원봉사는 올림필과 아시안게임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 소외계층과 인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곳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 하고 있다. 1996년부터 많은 자원봉사 기관이 설립되었고 

2005년 법과 규정이 재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 참

여자 수는 1996년~2010년 까지는 증가 하였으나 200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자원봉사 활동의 정신을 가다듬고 참

여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원봉사 선언을 선언 하였으며, 현재 

정책적 집중적 분야는 자원봉사 기관외의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주요 정

책 과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

    ○ (케냐) “하랑베”는 케냐말로 함께하다의 의미이다. 케냐는 하람베의 

정신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케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원봉사 기관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회복지 분야 분야에 자원봉사를 운영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이러한 자원봉사 참여로 성취감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과테말라)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 기관 단체가 많이 활동 중에 있다. 

그중에 75%가 청소년 봉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면 봉사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현재 규율, 

규칙 아래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아랍에미레이트) 자원봉사 기관은 2015년 국가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현재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가지가 청소년 관련 규칙이다. 

30,000명의 봉사자가 노력하여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면서 

자원봉사 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세계

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봉사자와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에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 (러시아) 자원봉사 관련하여 140여개의 기관이 있다. 과거에는 단순 도와

주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다. 사회기관

에서 리더십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발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

장 큰 목표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원봉사 아래 어린이, 청소년 연합, 고령화 연합 

봉사기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대학에서 많은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개발 가능한 봉사활동을 위해 국가 사회  

단체에서 노력 중에 있으며, 기관 봉사에 대한 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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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러시아에는 20만 명이 넘는 봉사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하

고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있다.

    - 사회자 질문 1: 세계 수 많은 자원봉사 기관이 사라진다면? 

       (한국): 자원봉사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수많은 자원봉사    

기관이 사라진다면 국가는 자원봉사자와 일감을 연결해 주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시민의 사회활동 또한 위축 될 것이다.

    - 사회자 질문 2: 자원봉사 기관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케냐): 자원봉사는 공공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으로 공공 증

진측면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상화 협력과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의 힘이 커지고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자

원봉사 기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정책 또한 정부와 함께 논

의하고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정부와 함께 자

원봉사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사회자 질문 3: 오전 기조 연설처럼 자원봉사는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방 

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는가?

       (과테말라):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의해 사회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명의 변화는 사회를 변화 시킬지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한명

의 변화에 대한 지원과 참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국제적 실행계획을 짜고 행동해야 한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자원봉  

사와 관련한 많은 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법과 정책에 

함께 논의 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협력하야여 한다. 아울러 한국은 현

재 세계적 자원봉사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또한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질문 4: 어떻게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

      (한국): 한국은 정기적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 (10.18.) 기조연설: 자원봉사의 미래

    ○ 10년이내 발생할 자원봉사 변화에 생각해볼 시대이다. 포켓몬의 사례

처럼 사회는 빠르게 변화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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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운동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강

도 또한 늘어가고 있다. 텀블러 등 다양한 앱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있

듯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택시

를 운전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노인들이 자원봉사 기관을 찾을 것인가 ? 사람들이 원

하는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빠른 세상의 변화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 자문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 우리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준비해야 한다.

    ○ 폭력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

이다. 인도에서는 많은 인터넷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며 기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자원의 이용은 무궁하지

만 이용자들은 가격과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현재 노령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만 2040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인구 많이 증가할 것이다. 

    ○ 에스디지에 많은 예산 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 우리는 

예산확보를 위해 힘 있는 사람과 정부와 함께 해야한다. 미국의 실리

콘 밸리 성공요인은 강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 때문에다. 초등학

생중 학교를 가기 원하거나 인스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학생중 

어느쪽이 많은가? 학생들은 딱딱한 교육보다 사회에 다양한 상황에 대

해 공부하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연구하고 이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에 사는 24살 브레인은 기술적 기반이 없었지만 말라리아에 

대응한건 상황을 경험 했기 때문이다. 

    ○ 현재 빠르게 변화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가? 트랜드의 변화에 우리는 어찌 대응 해야 할까? 에도 고

민해야 한다.

    ○ 한편 미래의 문제도 중요 하지만 지역사회와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중

요성을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의 문제 해결이 미

래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스마트 폰으로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 화면의 앱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란다. 

    ○ 다섯가지의 급선무 해결과제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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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기술, 2번 환경변화, 3번 자본, 4번 직종의 변화, 5번 종교와 분쟁

이다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다시한번 보면 미래에 우리에게 

이러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 (10.19.) 기조연설: 영향을 위한 파트너링

    ○ 우리 미래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요인은 기술, 환경변화, 자본, 직종의 

변화, 종교와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 봉사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경에 중요한 요소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물, 사람, 교육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구증가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

이로 200만 명의 기후피난민 발생이 예상 된다. 20년 전 나무심기 프로

젝트를 시작할 때 기관에도 함께 동참하며 지역정부, 학교에 홍보를 

시작했다. UN기구에서 프로젝트 수행요청을 하였고 13년 동안 15조 그

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 새로운 미션으로 멕시코에 나무심기를 하였는데 생존율이 28% 였다. 

백 명을 고용해 식재된 나무와 기존 나무를 살리는데 노력하여 현재는 

98%가 생존하고 있다. 다음은 초콜릿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공정무역

에 기반한 초콜릿 판매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초콜릿 프로젝트로 삼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는 나무심기에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앱을 개발하여 기부체계를 마련하

였다. 또한, 위성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식재현황 조사 및 데이터 관

리, 나무 분석, 효과성 파악을 하고 있다. 

  □ (10.19.) 포럼세션: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정책    

   ○ (오스트레일리아) 자원봉사의 개념이 나라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였다. 

인구노령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구이동 발생으로 자원봉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 5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정책이 없고 관심이 없어, 체계

적인 시스템이 없다.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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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각종 정부 정책은 행정상의 비중이 크지 않다. 독일의 경우 종교, 

학교, 정부 등 사회전반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노조가 유명

하다.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과거 난민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해결 할 수 

있었다. 과거 히틀러 시설도 봉사조직이 있었다. 사실 전정한 봉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

니라 돈으로 자원봉사 할 수 없고, 돈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 10년 동안은 민관 국제 세계를 연결하는 전

환점이 되어야 한다.

    ○ (파나마) 2014년 정책하나가 통과되면서 국가적인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 

조직이 설립이 되었다. 재정은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6년에 국가적인 자원봉사 운동을 시작하

였으며, 월 2회 만남을 가지고 있다. 미팅에서 정부내각 인물들과 만나

서 교육, 인프라, 교통 등의 자원봉사 수요지에 연결한다. 자원봉사자

는 교통비, 식비만 제공이 되며,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 (케냐) 아프리카는 전통적인 봉사정신이 있다.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

고 살고 있어 익숙한 개념이다.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이 민주적으로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2016년부터 자원봉사 관련 법률

을 재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자원봉사자 보험을 도입했다. 국가

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6개월 동안 젊은이

가 자원봉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 주는 국제적인 법이 생기기 전

에 많은 행정적 법을 통과시켰다. 마을봉사자, 공동봉사자 등 각종 지

역적인 봉사와 더불어 국가적 봉사도 하고 있다.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강제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자 질문 1: 파나마에서 내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파나마): 대통령이 내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해 보라고 주문하

였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통령을 포한한 내각이 참여

하게 되었다. 

    - 사회자 질문 2: 파나마의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여 이

루어 지는지 아니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인가?

       (파나마): 국민을 절대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봉사 단체는 정

국민을 절대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원봉사 단체는 정부와 협

력하는 단체이다. 정부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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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와 공공정책은 서로가 필요할 때까지 이어지고 지역에서 더욱   

     긴밀 할 수 있다.

  □ (10.19.) 기조: 자원봉사의 발전  

    ○ 어떤사람은 시간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어떤이는 시간을 바꾸려고 한다

       여기에 사람들 후자에 속한다. 어떻게 발전 시킬 것이가 고민해 보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 300만 이상이 자원봉사. 참여

난민의 독일 유입시 자원봉사자의 단결과 함께 일해 위기를 넘겼다. 

시리아와 수단 등 많은 난민이 있다. 세계 곳곳에는 자원봉사자의 도

움이 필요하다. 독일은 자원봉사자의 통합적 노력과 단결력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사람을 살리 수 있는 중요한 일

이고 정부에서 돈으로 지불해 줄수 없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 호텔의 팜오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커피도 열악한 지역인 서아프리  

       카에서 왔으며 열악한 지역에서는 매우 적은 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일  

       해 팜오일과 커피를 생산하지만 우리는 싼 값에 산다 이는 불공평하다

       800만명의 사람이 학교에 못가고 시리아에서는 여성들이 학교에 못간

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

    ○ 10%의 인구가 90%의 또 다른 인구가 가진 재산을 똑 갖은 불공평하다

       개발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 글로벌 커뮤니티간에  

       나누고 공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루  

       어야 할 목표이다.

    ○ 환경문제와 기아에 대해 우리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해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스모그와 온난화가발생하고 상대적

으로 아프리카는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환경운동을 했

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 모도는 방관자가 아니라문제 해결을 위

해 더 쉽게 행동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협력 발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

아와 경험을 살려 일하는 프로그램 이다. 우리는 이프로그램을 두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 노년층은 시간적 여유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동

기가 없는 노년층의 반은 집에서 놀고 있다 밖으로 참여 하게 해양한

다 월드 플러스 3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만 청년층도 많이 참여한다. 6개월도 집을 떠나 봉사활동을 하는 프

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의 삶의 질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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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 포럼세션: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자)노령인구는 세계적으로 35년 후에는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노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노인들도 참가를 원하나 불행

하게도 행적적인 재제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웰빙과 건강을 도와준다

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

    ○ (대만) 인구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노령화 되어도 활동

적인 활동을 권장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건강의 문제가 중심에 있고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NGO와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노인자원

봉사의 수요자는 매년 85,000명 정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 

결과 가족과 친구 증가, 수명 증가, 의료기관 방문 횟수 감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었다. 2001년 법이 도입되면서 “자원봉사를 위해 교육이 

필수”이며, 고령자를 고려해서 정책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정부, 센터,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케냐) 대만에 비해 노령 인구 비율이 적다. 케냐는 65세 이상이 3%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는 30~40년 후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활하   

       기 때문에 공동체 소속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공동  

       체에 융합시키는 것이 숙제이다. 정부의 협조로 은퇴한 사람들이 공동  

       체에서 하는 역할은 젊은 층의 봉사, 종교에 대한 봉사, 리더십에 대한  

       봉사 이다. 이는 90%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멘토   

       쉽이 중요한 것은 노인은 과거 기술을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 케냐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노년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그래   

       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 (브라질) MGN은 개인 기업이며 자원봉사센터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노인에게 봉사하는 이유는 이해강화, 사회기여 욕구, 가치성 향상 이였다.

    ○ (아일랜드) 젊은 층은 IT기술을 노인에게 알려 주고 노인은 전통 지식을 

젊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사회자 질문: 고연령 자원봉사자 모집시 웰빙, 가치 있는 삶 등 자원봉

사의 긍적적 측면을 알려 주는 가? 

       (러시아): 자원봉사가 고연령자의 삶에 미치는 긍적적인 영향을 설명해 준다.

       (대만): 대만 또한 자원봉사의 긍적적인 측면을 알려주고 나아가 이웃에

게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한다. 아울러 우리는 2005년 법

개정으로 자원봉사 연령제한과 보험적용 대상 나이를 해제하여 고연령

자의 참여환경을 개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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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참여자에게 아직 사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수면 연

장 등 자원봉사의 긍적적 측면을 항상 상기 시켜 주고 있다.

 □ (10.20.) 연설: 적십자사 자원봉사 소개 

    ○ 적십자는 190개 국가에서 일하고 있다. 세계는 보다 발전하고 개발 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는 많은 문제에 대해 공통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앞

으로의 10년 이상의 세계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바로 앞의 1년 2년도 

준비해야 한다. 

    ○ 앞서 IBM 세션을 들었는데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관과 국가의 협력도 중요하다. 여러분은 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생각은 남을 도우는 일이라는 개

념이 강하게 갔고 있으며 미래세대에도 이 개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 지역의 이웃을 작게나마 돕는 것도 봉사의 개념이다 65% 

이상의 학생이 학교 외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순 

지식의 습득 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면

과제는 효율적이고 인도주의 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

하는 것이다. 

    ○ 적십자에서는 많은 일을 했지만 누가 적십자와 함께하는지 파악하기 힘

들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함께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수는 점

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수를 유지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과제이

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듣고 소통하고 있다. 지역과 

국제적 봉사는 적십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시리아나 이라크 같이 전쟁지역에 간 많은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총탄

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에볼라 지역에 갔을 때 의료

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

다. 하지만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고. 이를 해결 하기 위

해 자원봉사를 교육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함께 하게 했다 

이는 매우 중요했다. 콩고에 갔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고 자원봉사 환

경이 구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이지지라의 경우 아이들

과. 여자들이 고통 받고있지만 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다. 그

래서 우리는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다가가고 조금씩 우리

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들을 돕는 것을 유엔도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씩 

그 나라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49》

       이러한 다양한 방법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그사람들을 봉사에 참여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여성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대화를 통해 실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였다. 이런 도움을 통해 지역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이해하고 작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 나갔다 과거 재난지역에서 나는 

그런 일을 했다.

    ○ 우리와 기관들은 활동하면서 자금을 무시 할 수 없으며 자금 이용의 효

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증명해야 한다.

에어버스는 자금도 지원하지만 다른 국가로의 이동에도 많은 도움을 준

다. 그 이후 에어버스 사람만의 이동뿐만 아니라 지원물자의 수송에도 

도움을 주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협력체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 적십자에서는 국제사회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발

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생각

해야 한다. 지역사회 활동의 문제점은 지역을 한곳으로 모으고 의견을 

듣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많은 지역사회가 있어 이들을 한곳에 

모으고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 했다.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는 많은 봉

시자가 필요하고 봉사자의 숫자를 유지 시켜야만 한다.

    ○ 화면에 그림에서 그림의 좋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자이고 나쁜

사람은 자원봉사에 경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사

람이다. 자원봉사에 대해 좋은 면도 알고 있고 힘든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소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

지 고민하고 협력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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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석 결과

  □ 업무 적용 사항

    ○ (자원봉사의 국제적 동향 파악) 

     - 현재 국제 자원봉사는 고연령, 청소년, 기후변화 등 세계적 문제에 해결

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고연령 자원봉사의 경우 청년층과의 지식교류, 은퇴세대의 지속적 사회 

참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연령 자원봉사 모집시 자원봉사에 

따른 건강한 삶 영위와 사회공동체 이탈의 방지라는 효용성을 설명하고 

모집함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 예정자의 경우 일정기간의 자원봉사 참여 

지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등 상기의 내용을 국립공원 자원봉사에 접

목하여 고연령 자원봉사 모집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

로 사료됨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의 경우 미래의 자원봉사 자원이라는 개념을 가지

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음에 국립공

원 또한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야 하며, 청소년 성향과 요구에 맞게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하는 분야로 자원봉

사의 경우 기조 연설자인 Felix Kinkbeiner의 사례처럼 훼손된 국립공원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자원봉사 정책) 

    -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각국은 자원봉사의 법제와 정책의 추진을 

국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

원법 제72조(주민지원사업)에 따라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으

나 보다 명확한 추진 근거 확보를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시 국립공원 자

원봉사 관련 조항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제언

  ○ 국내사례의 세계 공유 필요

   -   자원봉사 관련 법규, 정책, 평가 운영 등 국내 자원봉사계의 노력에 따

라세계와 비교하여 괄목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언어적 장애에 따라 

국내 사례가 많이 소개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   향후, 통역 등의 의사전달 방법을 통해 국내 자원봉사 사례를 세계에 

보다 많이 소개 하고 공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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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민정

소속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현재 포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포천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실버&해피 우리마을 행

복 건강 교실 운영(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및 레크레이션 실시)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일상

생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무자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변화하는 현장 자원봉

사의 방향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지속적인 노

력과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5회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자원봉사 현장을 체험하고,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한 다양한 국

가의 참가자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의 정보를 배우고 익혀 지역사회에 

접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

니다.

 자원봉사 실무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주는 즐거움(놀이와 여

가를 접목한 자원봉사, 배우고 가르치는 자원봉사, 친구를 만드는 자원봉사, 지속적

인 자원봉사)에 대하여 다양한 자원봉사계의 인적 네크워크를 통해서 배우고자하였

으며 , 국제적인 흐름과 이슈를 직접 경험하여 진취적인 사고를 겸비한 자원봉사 

실무자로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8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주제인“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

임”과 12개의 세션별 주제  중‘9)고령 인구가 주는 시사점  10)자원봉사, 포함과 통합  

11)자원봉사 정책 수립’세션에 참여하고 교류함으로써 포천시의 미래를 위한 프로그

램을 기획․개발하고 나아가 어르신들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협력할 수 있는 

현장 자원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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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참가 프로그램 요약

[1일차(10월 18일)]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 하는 독특한 활동이 아니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기는커녕 이웃에 누

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인간 소외의 심화, 개인주의, 자원의 무절제한 낭비

와 환경파괴, 이웃과의 단절, 공동체 정신의 붕괴 등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위기

를 맞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가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자원봉사는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한 것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특히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이

민자, 그리고 특히 난민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최근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신분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

고 있지 않은 난민들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려면, 공동체 조직 안에서 서로 꾸준한 도움이 필요하며 

국가,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시민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언어와 아이들 교육, 통번역, 일상에서의 지원 등 필요로 하는 부분

을 파악하여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없애고, 포용력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Forum 1.4: 자원봉사자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소속감에 관한 것이다.  포괄적인 

자원봉사는 나이, 문화, 성별, 성적취향, 민족성,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가 

포괄적임을 보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도전이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엄청난 움직임을 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피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딜레마와, 개인과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리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포럼은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조직을 다양한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 도전 과제를 검토하고,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으로 포괄적인 자원봉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초 

자료와 지식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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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 작게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다. 

 자국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나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

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

것이 바로 자원봉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소속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2일차(10월 19일)]

 현재 자원봉사자가 변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 측정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며, 관심사이다.

 이 포럼의 주요 쟁점은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실적 평가가 아니라 활동을 꾸준히 하

여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돈을 지원하는 정부도 기업도 이런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원봉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

인가가 큰 관심사이다. 

 포럼 내내 자원봉사의 영향력 측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단순히 실적평가

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회변화에 끼친 자원봉사의 영향을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

Forum 2.3: 영향력 측정 : 자원봉사자가 변화를 만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기여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선 과제와 딜레마가 되었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가 증거 기반의 정책과 실천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는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뛰어넘어 무엇을 성취했고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딜레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조직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비정부기구, 정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영향력 측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포럼은 지구상 다양한 지역에서 

자원봉사 기여가 개념화되고 실행되는 것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영향 평가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원봉사 기여도를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도울 어떤 도구가 

있는지 같은 핵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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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정화활동을 ‘몇 사람이 참여했는가? 몇 시간동안 이루어졌는

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이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였는지가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측정해야 하듯이‘자원

봉사도 몇 명이 좋은 일을 하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은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SAP를 통하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같은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정확

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고비용으로 인하여 

많은 자원봉사센터 및 NGO들이 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

을 표현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만 명의 농부를 대상으로 수입, 부채, 가족관계, 학력 등 여러 

요소들을 2년 동안 조사하였고, 만 명의 농부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교류를 통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맨 처음 단순 질문을 

시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후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앱과 프로세서를 통해 사회

적 변화와 영향력을 측정한 후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영향력 

측정은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각되며, 사회적 변화라는 

것이 오랜 기간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보다는 중

장기 관점에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간

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

명하는 게 중요하다.

[3일차(10월 20일)]

Forum 3.3:변화하는 사회 : 도전과 기회로서의 고령화 

 60세 이상 인구는 향후 35년간 9억 명에서 2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인생 경험, 기술, 시간 및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점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상의 이익을 주고, 웰빙을 향상하며, 

잠재적 수명을 연장한다는 입증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이 포럼은 고령 

인구를 위한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 영향들, 자원봉사의 미래 그리고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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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년기는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

리 모두 다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보람된 노년기를 향유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이가 전체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조기 정년퇴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여가시간의 증가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회복과 풍요로운 삶의 질 추구 등을 위한 사회참여로써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이 평생 동안 축적해 온 지식, 지혜, 재능, 시간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활동 또한 다양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 환경, 국제적 차원 등에서 

보다 넓은 사회적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신에게 주는 이익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면서,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자칫하

면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서 

아직도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주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존재감을 갖게 해주

며, 노년기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소외감 극복을 돕고 창의

성과 책임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령자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대 간

의 연대를 키워 간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자신은 물론 수혜자나 사회에 

큰 이익을 주게 되므로 커다란 의의가 있고 오늘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

의 참여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많은 노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의식과 여가시간의 활용, 그리고 봉사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함을 물론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참여 단체의 활동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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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했던 노인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주변 노인들에게도 권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이동수단을 제공

하는 것도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봉사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하거나 차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함으로써 참여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일본, 대만,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 된 나라들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는 노인 자신과 사회의 이익을 위

해서 필요 불가결한 시대적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천시의 경우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

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자원봉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

해서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그

리고 자원봉사 유관 기관 직원들과의 소통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각종 포럼과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이 선진화 되어있으며, 그 

어떤 나라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국제협력사업 및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

하여 인지 할 수 있었고, 막연하게나마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하고 있었기에, 해외 자원봉사의 경험자와 해외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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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소통과 교류의 시간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기간 동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배려로 배치된 현지 거

주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수 자원봉사 통역사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

고, 모든 포럼과 현장에서의 부족한 정보전달은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6박8일간의 일정동안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적극적

으로 도와주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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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신영

소속 사단법인 비비비(BBBB)코리아

I. 대회 참가 목적

1. 업무역량 강화와 자원봉사영역의 세계 흐름 파악 

 업무 경력에 따른 경험은 개인적인 것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시각으로 자원봉사를 

바라보고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를 통해 견문

을 넓혀 나가면 자원봉사사업 기획, 운영 등에 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그 동안 외부교육과 행사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원봉사계의 국제동향을 익히고 국내외 자원봉사 네트워

크를 확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2. 실제 업무 적용 사례 발견

- 포럼 뿐 아니라 세분화, 전문화 된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 여러 나라의 실제 

업무 적용 사례를 발견하길 기대했다. 

- 특히 각 세션의 주제가 bbb 코리아의 업무와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했다. 특히 영향력 측정에 관련한 주제나 고령인구에 관련한 주제는 기관이 고민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bbb 통역자원봉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원봉사의 성과가 없어 사회에 어떤 부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 끼치고 있는지, 사회자본형성에 도움이 되곤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더불어 bbb 통역자원봉사자의 20%는 50대 이상의 시니어다. 해당 연령층이 지

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전화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통역자원봉사

에서 나아가 주체적인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

했다. 

3. 자원봉사영역 국내/외 네트워킹 

- 국내를 비롯한 외국의 자원봉사영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사회단체, 기업 등

과 공통 주제인 ‘자원봉사’를 토대로 인적 자본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자

원봉사영역에 대한 이해가 확장 될 것으로 생각했다.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 (포럼 1.1)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미래 

 본 포럼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그 활동, 활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등을 국가차원에

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아

랍에미리트, 과테말라, 케냐, 러시아의 사례로 알아본다.  

 각 나라는 자원봉사의 촉진과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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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한민국의 사례는 발표자를 포함 청중의 관심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자원봉사센

터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나 관련기관,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킹도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인상을 받은 듯 했다. 

 과테말라, 케냐, 크로아티아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이제 막 생기려는 

시점에서 민-관의 협력과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고민 중에 있다. 과테말라는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케냐는 많은 봉사기관이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도적 복지에서 부족

한 부분을 자원봉사기관에서 보충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점차 정부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케냐의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고 있다. 

 러시아나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스포츠 행사개최를 계기로 정부, 대학,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지속하려 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

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는 

월드컵과 올림픽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대학이나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각 발표자는 나라에서 자원봉사기관이 사라진다면 끼칠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부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의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자원봉사

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던 것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 했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와 관련기관은 지속되어야한다.

 국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정체(감소)에 대해선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

화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본 포럼을 통해 자원봉사와 국가(정부)는 긴밀하면서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한

다고 생각하게 됐다. 초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과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자원봉사 영

역을 개척하고 활동하는 힘이 생겼을 때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자원봉사 관련

단체나 기관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원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자원봉사법의 법제

화와 관련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

기관이 사회적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자

유롭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예산지원에서도 자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

적인 운영을 위한(인건비 등)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 없이 활동할 수 있다면 

사회에 보다 필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사회복지 

차원의 자원봉사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자원봉사의 영역확장과 정부의 정책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더 긴밀한 정부-시민단체의 협력과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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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브레이크아웃 1.2)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화 바람직한 활용 

 본 브레이크아웃에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예를 알아

봤다. 세션의 설명에는 봉사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알아본다 했는데, 이는 아마도 봉사활동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수고를 덜어준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덴마크(FriSe)는 온라인 플랫폼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를 매칭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편에 대해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다고 한다. 멕시코(월드비전)의 경우 일부 자원봉사

자 그룹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세션의 관심은 독일청년들이 만든 앱에 집중되었다. letsact라는 앱은 자원봉

사센터(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을 매칭 해주는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

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획기적인 발상이라 소개했다. 온라인은 비대면 커뮤니

케이션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활동이나 자원봉사자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공개함으

로 불의의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와 디지털화는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왔다고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다

른 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거나 자리를 잡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일감이

나 자원봉사자를 국가차원에서 1365포털으로 관리하는 만큼 단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에 있어선 세계 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은 관리와 체계를 

만들기엔 더할 나위 없는 도구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선 결국 사람이 모여야 하고 직접 움직여야한다. 온

라인은 보조 수단일 뿐, 주된 수단이 될 수 없다.

    

3. (포럼 2.3) 영향력 측정 : 자원봉사자가 변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 포럼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에 대한 각 나라(영국, 독일, 인도)의 

사례 소개와 영향력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독일, 인도는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을 통해 비교분석하기도 하고, 지표를 개발해 활동과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

었다. 인도 VSO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약 90명의 자원봉사자가 1천명의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독일 SAP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에게 4주간

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기

에 영향력을 측정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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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변화에도 주목한다고 한다. 활동 후에 임직원들의 이직은 없는지, 부서

이동은 없는지, 승진이 있었는지 등을 추적하여 자원봉사활동이 결국 임직원들의 회

사생활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았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 그룹을 6개월 간 비교 관찰

하며 자원봉사활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연구한다고 한다. 

 공통된 것은 사회나 수혜자에 끼친 영향력은 단숨에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한 그룹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데 자원봉사

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발달과 영향력측정의 상관관계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영향력 평가 결과를 도출해내

는 중요한 도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향력을 평가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

대하진 않는다. 수혜자의 경우 5년, 10년 뒤에나 자원봉사의 영향에 대한 결과가 드

러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좋은 것이라는 개념과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

한 질문은 늘 함께 따라다닌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소속감이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람

을 느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봉사자 개인을 

떠나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반드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

켰다는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4. (브레이크아웃 3.11) 의미 있는 기술 기반 자원봉사 프로그램 만들기

 기업의 사회공헌 팀과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

례를 중심으로 기술기반(Skills based) 자원봉사에 대해 논의한 세션이다. 

 미국의 Dell, 멕시코 패션기업의 사회공헌 재단 C&A, 필리핀 금융보험기업의 

Philam 재단, 독일의 Dentons Europe의 프로보노 활동 사례를 살펴보겠다.

 델은 17가지 언어가 가능한 14만명의 임직원들이 전세계 66개국에서 자원봉사활동

을 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이 종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역 NGO에 교육하

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로젝트관리와 IT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497개 시민단

체에게 전파하고 있다. 

 멕시코의 씨앤에이 재단은 처음 설립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기

술기반의 자원봉사로 방향을 바꾸고 멕시코의 여성과 그 마을의 자립을 위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 만족도와 리더십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리핀의 필람재단은 “Doing Good While Doing Well"을 구호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작은 모임에서 지금은 규모를 가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경제지식(특히 저축)에 관한 교육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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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톤스 유럽은 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난민들이 정기적으로 법정에 가

야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적극적인 프로보노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난민들에게 법률자문 뿐 아니라 교육도 하면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해가

는 중이다. 

 각 기업은 조직성찰, 좋은 파트너십, 지속적인 지원, 협동, 창의력, 열정을 기술기

반 자원봉사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조직성찰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이 필요한 조직을 연결해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NGO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상황이 단번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협동과 

창의력, 열정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역량이라고 얘기했다.   

 기술기반의 자원봉사는 자칫 오만에 빠지기 쉽다. 나만이 또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혜자에게 나누는 것이기에 내가, 조직이 수혜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사례에서 본 기업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개인의 활동에서 그칠 수 도 있는 영역을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흥미로웠다. 비록 이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계속하는지에 대

한 물음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소비자는 좋은 물

건(서비스)만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기업사회공헌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5. (포럼 3.3) 변화하는 사회 : 도전과 기회로서의 고령화

 대만, 케냐, 브라질의 고령인구 자원봉사 사례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원봉사 특성과 

각 나라의 차이를 알아본다. 

 대만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고령인구의 약 60%가 65-74세 인데 이 연령

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처음엔 정부주도

로 고령화 인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NGO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여 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 냈다.

 케냐의 경우 전체인구의 3%정도가 고령인구인데, 보통 은퇴이후 본래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할 일을 찾는 경우가 자원봉사로 연결된다. 이들은 주로 지역사회

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하며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한다. 

 브라질은 고령인구의 자원봉사의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고

령인구의 자원봉사에서 지역사회에 자신이 가진 기술로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감이 

상승하며, 자원봉사의 가치와 혜택(웰빙), 사회교류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

했다. 

 3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20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령인구의 자원봉사는 경험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술과, 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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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욕구(소속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면에서 오히려 자원봉사 참여를 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신체적, 육체적 건강의 안위

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1) 자원봉사자 역량평가, 사회적 변화(수혜자)에 대한 평가 제고 

 bbb 코리아의 통역 자원봉사는 현행 자원봉사의 주요 평가 기준인 시간으로 영향

력을 평가하자면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일반 자원봉사자 1

명의 그것과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영향력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bbb 자원

봉사자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선 bbb 자원봉사활동의 객관적인 사회적 영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들 - 다문화가정의 

오해, 경찰서에서의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등 -을 전화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봉

사활동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선 수혜자 조사가 필수로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용의 문제로 이어지겠지만, 포커스 그룹을 설정해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는 기

관의 필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2) 영 시니어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확대 

 요즘 전국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영역의 기관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시니어, 그 중에서도 영 시니어로 분리되는 60대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라고 생

각한다. 

bbb 코리아의 통역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해 현장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외국어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거나 다문화가정의 문화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영 시니어들을 참여시켜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평가 및 제언

1) 선진 자원봉사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는 앞서나가는 것이 디지털이 접목된 기술의 첨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자원봉사’자체가 생활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자원봉사가 가져올 변화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을 독일 IAVE를 통해 깊이 깨달았다. IAVE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

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 (20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양한 조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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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지역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아낌없이 격려하는 

문화에서 자원봉사가 진정으로 선진화 된 나라를 보았다. 

2)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

 Felix Finkbeiner의 발표는 그가 한 행동이 놀랍기도 했지만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부러웠다. 만약 펠릭스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었다면 과연 지금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동네 아이의 생각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함께 행동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지만 

별난 아이정도로 취급되고 방송에 나와 가십거리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펠릭스의 아이디어는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무를 한그루 심자는 것이었다. 

식목일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너무도 하찮은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그

중에서도 펠릭스의 동네는 그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다. 독일 사회는 그에게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무엇이라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격려하고 경청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한다. 이것이 

시민의 진정한 힘이고 시민사회가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다.  

3)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현 주소 객관화 

 IAVE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 나라의 자원봉사영역 사례를 알게 되었다. 사례를 들

을수록 정부의 지원, 시스템, 체계 면에선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선진

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른 

나라는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이제 시작하려는 곳도 있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앞서나간다고 해서 자원봉사 강국,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긴 어려운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인식이 멈춰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이제 다음을 고민하고 준비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수준에서 넘어가 시민을 위한 시민들에 의한 자원봉사 문화가 형성되고 성숙하기 

위해 나부터 자원봉사를 더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현장에 접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이름 상춘자

소속 치악산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Ⅰ. 대회 참가 목적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배워가고자 한다.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네덜란드와 

페루 두 나라에서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주셨다.

 먼저 네덜란드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며 크게 두 가지 프로젝

트를 얘기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이 이웃주민들과 함께 거리마다 나무를 심고 관리

하는 일이었다. 참여자들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환

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국가 차원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다. 한편, 

나무를 심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옥상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현재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사람이 직접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환경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페루는 여행사와 봉사가 하나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여

행사는 지속적인 여행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지역봉

사센터에 기부한다. 이를 통해 페루의 여행사업 발전과 더불어 기부 봉사라는 좋은 

이미지 또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페루에 거주하는 원주민(소수민족)은 55개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자연과 공

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기업들

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원주민들에게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기부여를 시킨다. 그리

고 원주민들은 전통방식으로 만든 공예품을 알리고 기업을 통해 판매함으로서 수

익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켓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세라믹 방식으

로 만든 도자기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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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독일 시민들 또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미소

와 친절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 평가 및 제언

 직접 자원봉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여러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

이 속한 단체에 대한 애정과 열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고령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케냐의 사례를 듣게 되었다. 케냐에서는 노인이 

자원봉사로 유치원에 방문하여 옛날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어 지식 간 세

대전달을 이루고 어린이들의 능력을 키운다. 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 또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 발전하는 일이다. 케냐의 사례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다

양한 구성원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Olympic Canoe toute'라는 활동 명으로 카누대회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

서 Wolfgang Taubert(freiwilligen zentrum Augsburg) 의 설명을 들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카누 경기 개최 장소이자 2022년 세계챔피언 대회 개최 예정

지인 Eiskanal에서는 카누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0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4명의 올림픽 챔피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클럽에는 500명의 자원봉사자

가 등록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며 대회 개최시 200여명

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카누, 축구, 체스 등 스포츠 교육, 정원관리, 

공원 환경정화, 경기장 관리, 대회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시기부터 자원봉사자와의 교류로 인하여 자원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자원

봉사자의 봉사활동기간이 길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회통합적인 봉사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리더가 자원봉사자의 개인 역량을 파

악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필요한 일감에 적합한 봉사자를 배치하여 효율

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원봉사자 조직 구성과 이들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활동가 선생님들처럼 독일도 활동가 선생님들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원

봉사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베

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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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심현주

소 속 국립공원관리공단

Ⅰ. 대회 참가 목적

  1. 세계적 자원봉사 동향을 파악을 통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발전 방향 모색 

  2. 세계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발판 마련

  3.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홍보

  4. 국가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파악 및 접목방안 모색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1. 참가 프로그램 현황 

  

  2.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가. 봉사활동

     □ 활동명: E08. Olympic Canoe toute 

     □ 인솔자: Wolfgang Taubert(freiwilligen zentrum Augsburg)

     □ 활동내용

      - 1972년 뮌헨 올림픽 카누 경기 개최장소이자 2022년 세계챔피언 대회 개최 

일 자 일 시 구 분 주 제
10.17. 14:00~17:00 봉사활동 E08. Olympic Canoe toute 

18:00~20:00
오프닝 
갈라디너

오프닝 갈라디너

10.18. 09:00 개회 연사 변화하는 세계 속의 자원봉사
11:15~12:30 포럼세션 1.1.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리더쉽의 미래

14:00~15:30
브레이크
아웃세션

1.7. 자원봉사를 위한 지역적 리더십을 제공
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16:15~17:30 기조강연 1. 자원봉사의 미래

17:30~19:00 네트워킹 참가자 네트워킹

10.19. 09:00~10:30 기조강연 2. 영향을 위한 협력

11:15~12:30 포럼세션
2.1. 21세기의 “목적에 맞는”자원봉사를 
위한 지역 리더십

13:45~15:15
브레이크
아웃세션 

3.3 우리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
고 성공한다
- 새로운 접근 방식, 전망 및 도구 

15:45~17:00 기조강연 3.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19:00~21:30 저녁축제 저녁축제 

10.20. 09:00~10:30 포럼세션 3.4. 재난에서의 도움

11:15~13:00 폐회식 높이 높이 그리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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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인 Eiskanal에 방문하였다. 

      - Eiskanal에서 카누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kanu-schwaben-augsburg 방문하여 

클럽 및 자원봉사 운영현황에 대해 안내받았다. 

      - kanu-schwaben-augsburg은 1960년에 설립된 카누 클럽으로 올림픽대회에서 

4명의 올림픽 챔피언을 배출한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유명한 스포츠 클럽이

다.  

      - 당일 계획되었던 식재 등 공원 관리, 공원 환경정화, 보트하우스와 카누 청

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운영 현황에 대해 알

아볼 수 있었다.  

      - 클럽에는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50명의 자원봉사

자가 활동하며 대회 개최시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카누, 축구, 체스 등 스포츠 교육, 정원관리, 공원 환경

정화, 경기장 관리, 대회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 유아시기부터 자원봉사자와의 교류로 인하여 자원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기간이 길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회통합적인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원봉사자 리더가 자원봉사자의 개인 역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

을 통해 필요한 일감에 적합한 봉사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자원봉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나. 기조강연 

     1)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

      □ 강연자: Dr.Dhananjayan Sriskandarajah, CIVICUS 사무총장, 스리랑카)

      □ 주요내용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는 행정적으로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 21세기는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대이다. 

       - 사회의 변화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부에 대응이 

필요하며 시민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커뮤니티 공동체가 변

화하는 사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원봉

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

     -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대응

하여 기술적인 혁신을 이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공동체 

구성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민참여 영역에 대하우리 조직

의 문제를 파악하고 존재 가치와 할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자원봉사는 현상유지를 하면 안 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여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공간이 좁아진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자원을 창출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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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연결된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과 참여

자 보험 등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원 조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은 전 세계 시민 사회 단체에 압력을 가했다. 자유롭고, 국제 사회

이며 민주적인 시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 필요하다.

    2) 자원봉사의 미래 

     □ 강연자: Ms Aarthi Krishnan(IFRC)

     □ 주요내용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야 한다. 현재 사회는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폭력, 기근: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② 기후변화: 자원은 유한한데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③ 노령화: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④ 온라인 소통 증가: 대면 소통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⑤ SDGs 달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했던 이유는 강점에 대해 

잘 연구하고 개발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65%의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AI 등 기술적인 많은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발전된 IT기술과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24살의 브라이언은 말라리아 감염경험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사람이 일상에 적응하게 하는 시간은 4개월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와 앞으로 일

어날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세대도 중요

하지만 지역사회 현안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 우리 미래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요인은 기술, 환경변화, 자본, 직종의 변화, 

종교와 분쟁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 봉사

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영향을 위한 협력

    □ 강연자: Felix Finkbeiner

    □ 주요내용      

     - 환경에 중요한 요소는 인구증가, 기후변화이다. 첫 번째는 인구증가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2배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

후변화이다. 200만 명의 기후피난민 발생이 예상 된다. 20년 전 나무심기 프

로젝트를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지역정부, 학교에 발표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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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기구에서 프로젝트 수행 요청을 하였고 13년 동안 15조 그루의 나무

를 식재하였다. 

     - 새로운 프로젝트로 멕시코에 나무심기를 하였는데 생존율이 28% 였다. 

       백 명을 고용해 식재된 나무와 기존 나무를 살리는데 노력하여 현재는 98%

가 생존하고 있다. 1유로만 기부한다면 나무의 생존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공정무역에 기반한 초콜릿 판매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추진 가능하다. 초콜

릿 프로젝트로 삼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계속 진행 중이며, 나무심기

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기부체계를 마련하고 지

속적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성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식재현

황 조사 및 데이터 관리, 나무 분석, 효과성 파악을 하고 있다.

   4)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 강연자: Dr Gerd Muiier(국제경제협의회발전연방장관)

    □ 주요내용

     - 독일의 인구는 8,500만명이고 자원봉사에는 30,0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몇 

년전 난민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자원봉사자의 단결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리아처럼 난민문제 등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 정부에서

는 돈으로 봉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단결력

이 중요하다.

     -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CO2 배출부담이 있고 서아

프리카산 커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기회비용에 비해 

이용료가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인권, 교육, 물, 교통, 기

반시설이 필요하다.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문제, 경제, 사회 불균형이 해소되는 정의로운 글로벌을 위해 정부 의존

에 앞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친구와 가족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립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다. 포럼세션

   1)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리더쉽의 미래

    □Lejla Sehic Relic (크로아티아)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역사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사회

의 변화이다. 급변하는 세계속에 봉사자들이 미래를 위한 역할에 거부감없이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oyce Yoon (대한민국)

     1988년 올림픽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이후 불우이웃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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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많은 기관이 섭

립되었다. 자원봉사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국가리더쉽

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많

은 사회활동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협력에 노력할 기관이 필요하다. 

    □Mohamed al Hosani (아랍에미레이트)

     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봉사 훈련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2년 올림픽 개최로 자원봉사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람에게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방문 외국인들이 있는데 교

육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Carmen Chavarria (과테말라)

     많은 자원봉사자 중 75%이상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

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Fredrick Sadia (케냐)

     사회복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성취를 높이고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사회들이 국가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기대에 미

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진다. 빈틈을 봉사자들이 대신할 수 있다. 봉사

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관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Artem Metelev (러시아)

     러시아에는 140여개 기관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봉사기관이 어린이연합, 청소년연합, 노년

층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Gs 관련 봉사에도 정부, 민간단체

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20만명 이상의 봉사자가 있으며 교류하

고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봉사기관은 문제가 닥쳤을 때 정부가 해결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봉사자 존중과 이해를 위해 규칙을 만들

고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2) 21세기의 “목적에 맞는”자원봉사를 위한 지역 리더십

    □Ulla Eberhard(독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 자원봉사 발전시키

고 이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에게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봉사활

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IT플랫폼, 자

원봉사 경험자, 브로커가 할 수 있다. 

    □Diana Djalalova(러시아)

     자원봉사자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 필

요가 있다. 스토리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를 홍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IT기반 플랫폼 구축은 스토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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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IT가 아닌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규모가 큰 행사 봉사가 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여

하는 효과가 잇다. 

    □Hashim Noor(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자원봉사자의 이익이라는 목표로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이다. 100개팀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가고 있고 참여자 중에는 은퇴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사람이 많다.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체가 있기에 자원봉사센터는 조화롭

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ilvia Maria Louza Naccache (브라질)

     자원봉사자의 시간 헌신으로 세계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존경과 관심으로 응대하여 자원봉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난에서의 도움

    □ Johannes Peter(독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비정부 조직으로 재난 재해 또는 구조적 빈

곤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응급 및 재난 구호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개발 협력의 장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지 국가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 Adjamal Dulloo(모리셔스)

     11,600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인

식하고 있다. 서아프리가에서는 질병이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정부에서 어떻

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많은 봉사자들이 질병에 대한 두

려운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 Rebecca Curzon(미국)

     IBM협력체에서 봉사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

별적 참여도 많다. 봉사활동으로는 물품 지원, 교육기회 제공 등이 있으며, 지

역단체화 협력 및 공유하여 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로 자역사회와 협력하여 

봉사자들이 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재난현장에 봉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하나와 관련하

여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난민구호단체를 지원하고 미국 허리케인 발생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였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여 앞으

로 미래 재난 발생에 대해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다.   

  라. 브레이크아웃 세션

   1) 자원봉사를 위한 지역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 Betina Gaertner (리투아니아)

     독일의 노력으로 리투아니아에서 자원봉사가 시작되었다. 실제적인 경험을 공

유하기 위한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킬 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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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 Denise Hayward (영국)

     북아일랜드의 2/3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자원봉사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역할 설명, 모집 및 선택, 교육훈련, 지원, IT활용, 인정

을 통해 유연한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창의적인 봉사가 필요하여 봉사자

와 친목을 유지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의 피드백이 중

요하고 대면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Hannah van Basshuysen (독일)

     아우디는 자동차 생산공장 인근에 지역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자원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한다. 

반면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봉사활동을 요구할 수 없기에 개인적 자원봉사 참여

율은 낮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봉사분야는 어린이, 동물분야로 한정적이고 그 

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사무 스트레스로 인해 재능기부보

다는 육체적인 봉사와 단기적인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 Kaynan Rabino (Israel)

     자원봉사자들에게 투명한 시스템을 제시하고 적절한 기대치를 조성하여야 한

다. 소셜미디어,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원봉사를 위한 재

정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업에 재정요구는 지속적인 교

류를 통해 추진해야 하고 당연한 요구는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야로 요구하여야 한다. 

  2) 우리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성공한다.(새로운 접근 방식, 전망 및 도구)

    □ Perdita Wingerter (독일)

    전문적인 자원봉사(ProVol)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훈련하기 위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유럽형 교육 모델이다. 유럽의 다른 비정부기구와 파트너

십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모듈은 자원봉사소개, 목표와 목적, 프로젝

트와 시간 관리, 행사 관리, 소통, 자원봉사 관리, 홍보, 네트워킹, 재정관리, 지

역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Dessy Aliandrina (인도네시아)

     사고 디자인과 민족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책임있는 

생태계는 공감 없이 창조될 수 없다. 공감은 사람을 둘러싼 많은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과 연관될 수 있다. 동일한 생각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수록 세계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공감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봄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 타인이 되어봄과 

동시에 타인의 욕구를 경험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찾는다. 세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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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의 학생이 한 그룹이 되어 협력하여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

는다. 우리는 사회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주요 파트너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과제를 제안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만명의 교육생과 400명

의 파트너, 950가지 이상의 해결책, 2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 Christine Sayo (케냐)     

     2018년 9월 15일 17백만 자원봉사자가 전세계에서 30시간동안 TV 방송국이 참

여하는 가운데 158개 나라에서 36시간동안 멈추지 않는 청소에 참여하였다. 

     케냐에서는 91개 지역에서 2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모바일기반 청소활동

에 참여하였다. 1,641톤의 쓰레기가 모였고 언론사,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참여하였다.

     케냐는 도시가 지저분하고 낮은 쓰레기 처분으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

부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라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

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기업도 고개만족을 위해 청소하고 있지만 장소별 청

소 상태 현황파악이 어렵다. 모바일 기반 쓰레기 포인트는 핸드폰 앱에 위치와 

사진으로 위치별 쓰레기 상태를 업로드할 수 있다.  

Ⅱ.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업무에 적용하고자 한다.      

 핵심키워드는 “소통, 협력, 혁신”이다.  

   □ 첫 번째,“소통”자원봉사자와 소통하고 공감하자!  

     국립공원 자원봉사를 되짚어 보면 기본에 충실한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급급하였다.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관계 유지가 미

흡했다. 모집 시기부터 자원봉사자의 관심과 재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연결하여야 한다. 이로써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스토리 공유를 통해 자원봉사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자원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두 번째, “협력”정부, 지역사회, NGO기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

     많은 기관,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 단체에서 개별적추

진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각 기관, 단

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공원

관리에 있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계획, 운

영, 평가 등에 있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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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NGO기구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체계적인 자원봉사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해야 한다.       

   □ “혁신”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T 접목하자.  

     SDGs를 달성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즐거운 자원봉사를 개

발하여야 한다. 즐거운 자원봉사의 추억은 연속적인 자원봉사로 연결시킨다. 사

회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속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자원봉사에 쉽게 접근하고 공

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개발과 혁신은 미래세대의 자

원봉사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평가 및 제언

   □ 국제 대회 첫 참가로 국립공원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 홍보에 대한 막연한 생

각으로 준비하였던 자원봉사활동 홍보 현수막은 참가자들과 네트워킹 시 홍보 

효과는 있었지만 내용 전달 효과는 미흡했던 것 같다. 향후 포럼 또는 브레이

크 아웃 세션에 참여하여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자원봉사활동 인솔자인 고령봉사자의 열정적이고 자부심 넘치는 활동과  “봉

사는 항상 즐겁고, 사람과 소통하며 배울 수 있다. 봉사의 기반은 평화이고 평

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말씀을 통해 자원봉사의 원칙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또한 대회참여기간 동안 독일 노년층의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와 세대 통합적

인 활동을 보며 국립공원에서의 노년층 봉사활동 활성화와 세대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지만 

경제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몇가지 아쉬운 점은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

해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현장 봉사활동이 있었으

면 더 의미가 높았을 것 같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심 분야였던 독일의 자원

봉사센터 견학을 통한 교류와 국외 국립공원 자원봉사 교류를 하지 못한 것이

다. 세 번째는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회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

려웠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마지막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신 한국자원봉사협회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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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혜영

소속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Ⅰ. 대회 참가 목적

-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자원봉사 활성

화를 위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정

보를 얻고자 한다.

Ⅱ. 참가프로그램요약

 1. 2018년 10월 17일(1일차)

 ① welcome Reception

함께 모여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활동이 

더욱더 중요다.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까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러시아 : 2019년 자원봉사의 해를 계기로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확장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독일 :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설정은 정책적 파트너가 

아니라 서비스 대행 정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 시민사회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느슨한 형태라고 생각하며 이는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직면하는 재원조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은 Foundation System(독립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합작재원 조달 시스템을 의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 5만유로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단체가 전국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

회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임팩드 활동의 확산과 실행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2018년 10월 18일(2일차)

  ① Planary Session : Volunteering in Changing World

- 러시아 :  지난 소치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 및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24년도까지 자원봉사 참여율을 15% 증가시키고자 한다. 

- 루마니아 : 제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큰 변화와 지역단위 실천활동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지역단위의 실천활동이 조금 더 효

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독일 : 봉사자 및 관리자교육, 봉사자보호, 홍보, 조직화 등 5가지 정도에 집중하

고 있다.

- CCIVS(국제자원봉사활동조정위원회) : 유네스코에 의해 글로벌단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세계 100여개국에서 단기프로젝트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한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글로벌 단위 등 원하는 사람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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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미국 : 태풍(허리케인)의 피해가 많았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

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잘 행동하지 않는 아시안, 히스패틱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봉

사단을 조직하여 참여하였다. 

  ② Forum Session : Youth Volunteering as a Pathway for Employment-or Not?

- 토고 : 자원봉사 참여자 중 1~2년 이후 다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의 비율은 

75%이다. 

토고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자원봉사는 하나의 큰 동기가 된

다. 자원봉사의 동기의 90%는 젊은이들에게 개발동상국의 자원봉사는 일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는 훈련을 받는 동안 일을 찾는

다. 

- 태국 : 대학에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 우

리 활동의 목표는 대학교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넣어야한다. 지도 교수는 

가이드 역할로 학생들로하여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마

지막 학기를 앞둔 졸업생들은 지난 3~4년간의 자원봉사를 공부한 것에 대해 결과물

이 도출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서비스를 공부하고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KPI를 측정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와 일(직업)과의 연관성을 사회적인 노예(모집된 노예)라고 생각하기도 한

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일을 함께 교육하는 것은 우리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학

생들의 자원봉사는 매우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학생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 오스트리아 : 2012년부터 오스트리아는 법을 만들어 자원봉사를 촉진하였다. 국민

의 46%가 자원봉사에 참여함. 현재 자원봉사를 배우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다. 자원

봉사 측정의 자체적인 평가가이드를 만들어야한다.

  ③ Break Session : The role of volunteer center in providing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 a European perspective
- 리투아니아 : (Betina Gaertner, Actio Catholica Patria)의 ACP는 1990년부터 별도

의 센터라는 건물이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주요활동

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쟁참여 혹은 국가유공자 노인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하

는 사업을 하고 있음.

리투아니에서도 청소년들이 유럽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데 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재원, 조직화, 이슈

의 확산 등에 관해서는 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가지고 있음

FSJ(자발적사회봉사의 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입전 1년정도를 본인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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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외 자원봉사 하는 해, 미국의 Gap Year,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에 참

여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투아니아 학생들

도 참여가 늘고 있음. 유럽역시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데 이러한 프로그

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북아일랜드 :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큰 규모와 큰 성과의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

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봉사자들을 즉석 스카웃

을 한다. 시간이 들지만 결실이 좋다. 

- 독일 : 아우디에서는 직원들에게 봉사를 강요할 수 없어서 직원들의 봉사율는 

0.1%에 불과하다. 아우디에서는 직원자원봉사가 아닌 자동차공장이 위치한 지역(브

라질 리투아니아 등)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④ Planary Session : The Future(s) of Volunteering

향후 10년 내 우리가 직면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사회는 

기술, 환경, 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빠

른 변화는 우리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난민, 폭력, 기근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영향

력을 키우고 있는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 되

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한다. 

현재의 트랜드와 미래의 상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트랜드의 분석을 통해 

미래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각 나라별 자원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성을 가

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관해

서 국가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역량이 더욱 결집되어야 한다.

 3. 2018년 10월 19일(3일차)

  ① Planary Session : Partnering for Impact

   참가자들의 참여한 투표의 결과 우리의 미래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요인은 첫 번

째 기술, 두 번째 환경변화, 세 번째 자본(자산), 네 번제 직종의 변화, 다섯 번째 종

교와 분쟁의 순이었다.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지역의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 Felix Finkbeiner(Plant for the Planet 설립자, 독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율이다. 유엔보고서에서는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두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기후의 위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다. 이미 지구의 온난화가 60%이상 진행되었으며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더 가속화되고 있다. 9살 때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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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UN연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나무를 심었고 그때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그후 많은 기관

들이 따라서 심기 시작했고 나무심는 것 외에 나무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

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다. 12살에 도이체방크 은행

장 앞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행동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

다. 우리 프로젝트는 각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상황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급기야는 

UN기구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3년 동안 15

조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걸 알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나무심

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 기반한 초콜렛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초콜릿 5개를 팔면 1그루의 나무를 

심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 300만그루를 심기위해 계속 진행중이다.  앱을 다운로드

받는것만으로 기부할 수 있다. 위성회사와 파트너를 맺어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

는지 분석하고 생존데이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Forum & Breakout Session : The role of faith based organizations and their 

volunteer program

 - 에콰도르(Rina Eugenia) : 기독교에서의 봉사는 삶 그 자체이고 모든 세계에 제

공해야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James 2:17)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큰 장애물이자 현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현재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와 트레이닝 훈련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훈련, 기관의 강화, 관리 개

발, 협력체 개발이 이것이다.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은 기근과 폭력에 맞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하

나님의 믿음을 공유하는 것, 기독교인인자 정직한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교

회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것 등이 있다.

- 짐바브웨(Dr.Lamiel Phiri) : 봉사를 기반으로한 믿음. 마더테레사는 한 사람이 100

명이 아닌 1명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 마더테레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기근’ 문제이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알콜 중독자, 고아, 불우한 가정을 위해 일했다.

짐바브웨의 어린이 복지사업기관인 ‘ZWCNC’ 는 지역사회와 NGO가 함께 많은 

봉사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나누고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 시민들 또한 알아야한다. 하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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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몽하는 것

이 현재 가장 큰 도전 과제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독일(Ina Wittmeier) : 배움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독일 내 20개의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자원사업테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봉사자를 선출하고 각 지역에 알맞는 봉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 겅제적, 정신적, 리더십향상 등이 있다. 또한 교인들이 함께 지역의

원, 관리자, 다른 봉사자 등 각기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문제에 대해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다. facebook

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인 eaA는 온라인을 통해서 기술, 교육, 전문봉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제

공하고 있다. Webinars는 유튜브 이 외의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몇명의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할 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먼저 교회가 아닌 

지역모임이 참여시키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적으로 다가가서 가까워지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다. 

  ③ Break Session : Example of practical tools to measure impact of volunteer 

involvement

- 영국(NCVO) : 자원봉사의 영향력, 혹은 성과를 측정할 때 우리는 먼저‘왜 측정

하려고 하는가?와‘왜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

야 측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측정 그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부 혹은 참여자 그리고 많은 부분 기부자들에게 설명할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발전된 다음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한국(정영롱) : 기록을 매개로 변화를 측정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라는 모티브를 

통해 우리는 한국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와 세월호관련 아카이빙을 수행하면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기록 그 자체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없을지라도 다른 

계량적 평가와 측정을 충분히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기록 그자체로도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네덜란드(Movisie) : 우리가 접근하는 사회적 영향력 측정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

로 측정할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임웍을 작성합니다. 그리

고 지표를 표준화 하고 발전시키고(양적 질적 데이터) 이를 처리 할수 있는 프로세

스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입

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혜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각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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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lanary Session :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혁신이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관에서 일하며 혁신적인 

변화의 방법을 고민해 왔다. 혁신의 도전 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물부족 문제와 고용문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방법과 해결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4. 2018년 10월 20일(4일차)

  ① Forum Session : Help in Disaster

- 독일 : 재난재해 효율적인 대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며 시

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싶어하

는지 알고자했고 그게 의료적도움이라 의료팀을 꾸미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봉사

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데 현재 브라질에 큰 도움을 주고있고 앞으로 인도에

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료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럽에도 프로그램의 정보를 주

고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한다. 그 지역의 

NGO와 함께 하는것이 중요하다.

- 아프리카(제네바) : 정부기관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는지 고민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지역은 재난 시 국가 및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하게 도와주고 질병을 없

앨수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많은 봉사자들이 재난에 대해 봉사를 하고있으나 그들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때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 IBM : 자원봉사 붐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봉사를 하고자 한다

현재 IBM에 봉사의 많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

고 있다. 많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물품과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곳에서는 봉사 개념

과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봉사단체와 하께 봉사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다.

IBM은 재난단체가 아닌 회사이기때문에 재난이 일어났을때 직접적인 봉사보다는 어

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하나`는 적십사에서 운영하는 독일에 위치한 구호단체로서 IBM에서는 

정보 교류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또한 과거 미국 북서쪽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움을 주었다. 직

접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태풍 시 6개의 해결책을 주었고 눈으로 도움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해결책을 주는것이 도움이 되었기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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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났늘때 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봉사를 하지 않음. 지역사

회와 통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독일 : 재난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지 모를때 방법을 알려주는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

료봉사에 촛점을 맞춰져있고 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봉사자들이 있기때문에 전문

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함께 일 할 수 있다.

- 지금 현재 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있는데 어떠한 장치와 교육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IBM : 봉사자들이 봉사 전 지식을 얻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IBM은 교육을 통해

서 지식 주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온라인 형식은 장점이

다. 

재난에 처해있을때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일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봉사자

들이 직접 투입되었을 때 전문적인 기관의 사람과 일하는것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잘하고 못하는것에 대한 인지를 했을 때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IBM은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만들었고 접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독일 : 봉사 의료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했는데 인도에서는 어떻게 모집하고 도

움을 줄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다.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먼저 지

역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동기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봉사에 인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는중이다. 봉사프로그램 

무료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것에 어려움이 있다.

- 적십자 : 무엇을 필요로하고 도와줄수 있는지 욕구를 파악하고 도와주는것이 필요

하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줄수있는지, 경제적 자금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

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어떤일을 할 때 그 자금으로 왜 그 일을 해야하는

지 증명해야한다.

적십자에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과 신뢰를 쌓아야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중요하다. 지역에 

나뉘어져있는 그들을 모으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과제이다. 인도네이시아는 다

양한 지역사회로 이루어져 그들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이 어렵다. 많은 지

역사회들이 있기에 봉사자들의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 에어버스 : 지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들어 인도네시아등으로 자금

을 이동해야할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계에서 문제가있을 때, 재난이 일어났늘때 

물품 수송수단으로도 도움을 줬다.

  ② Planary Session : Up, up and awaayyyy!

- 라틴아메리카 :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때 어떻게 모색하고 해결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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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맞춰서 활동을 개발하고 

있다. 젊은 봉사자들 70%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돕고 국가기관에 연결을 

해줘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아프카니스탄 : 아프카니스탄은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다. 국가기관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지금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선생님에게 모두 무조건적인 복종

하는 학생들의 향상 및 증진에 어려움이 있어 비판적이다. 

혁신적인 방안은 사람과 소통하며 이야하며 넓은 세계에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주

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향이다.

  지금 현재 어떤 노력하고있나요? 가장 어려운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못한다. 국가를 위한 일, 사

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선택하여 하고있습니다.

- 독일 : 지금 가장 먼저 닥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하는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일은 지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7,000,000자원봉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대중매

체 등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성취를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다.

  환경, 오염 문제 해결위한 노력은?

현재 저희는 과학자들, 환경교육이 가능한 자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세계 나라별 환

경 수준을 구별하여(나누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공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점등을 알려주고 일깨워준다. 

  많은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자극을 주고 있는가?

라틴: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봉사자들이 가지

고있는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국가에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제도(정책)

를 제공받는다. 반영된 제도 덕에 봉사자들은 국가봉사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 가장 시급한 것은 200~300명의 봉사자들에게 봉사에 대해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곳

곳에 변화를 만들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실

행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고 힘을 실어주는게 우리가 할 일이다. 국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것도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일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세대

에게 동기부여를 주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기관들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

는 중입니다.

Ⅲ. 참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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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적용 사항

 Help in Disaster의 IBM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관련 교육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제공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동행대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센터에서 재난재해 훈련 및 구호소 체혐캠프 등

을 재난재해대응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시 재난재해지역의 주

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을 주는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2. 평가 및 제언

 각 나라마다 정치적·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상황은 매우 다양했지만 자원봉사계에 

종사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

다.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다소 세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가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세션에 참석할 수 있어 다양한 세계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사례 등을 접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계 현재 상황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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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유대종

소 속 국립공원관리공단

Ⅰ. 대회 참가 목적

  □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세션 참석을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와 이슈를 접하여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

  □ 전 세계 자원봉사 참가자들과의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통한 및 국가별 자원봉사 

정책 습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공단의 자원봉사 이슈 해결 방안 모색

    ○ 청소년 참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기업 참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고연령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수 자원활동가(명예의 전당)에 대한 국제행사 참가 기회 제공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하며, 공단 자원봉사 홍보물을 활용한 공

단 우수사례 홍보

  □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가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파악

Ⅱ. 참가프로그램 요약

  □ (10.18.) 기조연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는 행정적으로 복잡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민중이 노예였던 과거와는 달리 21C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민중이 중심이고 시민이 결정하는 일이다.

    ○ 러시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올림

픽을 계기로 재정적 지원이 늘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고 영역도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 인구의 10%가 자원봉사자이고, 15%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 청소년 봉사단을 소개하며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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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의 변화로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 즉, 활동 영역이 줄어들었다. 그

래서 정부에 대응하고 맞서야 하며, 시민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커뮤니티 공동체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이로 자원봉사 영역을 확

대하기 위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

    ○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까? 기술적인 혁신을 이해하고 활

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며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을 구명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민참여 영

역에 대하여 정부, 행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인지? 조직이 뭘 해야 되나? 생각해야 한다. 행

정과 규제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할 일이 

무엇이지 생각해야 될 때이다.

    ○ 자원봉사는 현상유지를 하면 안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공간이 좁아진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자원을 

창출하는 곳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연결된 공동체를 구

성하여 교육과 참여자 보험 등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10.18.) 포럼세션: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미래

    ○ (크로아티아) 과거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에 합리적이고 

정책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봉사자

에게 많은 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30개 기관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보다 

많은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한국의 자원봉사의 관심은 1988년 올림픽 이후 관심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자원봉사는 불우이웃, 인권침해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2015년부터 법과 규율이 생성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1996년~2010년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활동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2015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을 가지면서 

자원봉사 헌장을 선언하였다. 여기에는 봉사활동 정신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집중 분야는 봉사기관외의 기관과의 협력중진을 

위해 노력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케냐) 자원봉사기관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아주 좋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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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성취감과 참여

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 (과테말라)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 기관 단체가 많이 활동 중에 있다. 

그중에 75%가 청소년 봉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면 봉사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현재 규율, 

규칙 아래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아랍에미레이트) 자원봉사 기관은 2015년 국가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현재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가지가 청소년 관련 규칙이다. 

30,000명의 봉사자가 노력하여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면서 

자원봉사 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세계

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 봉사자와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에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 (러시아) 자원봉사 관련하여 140여개의 기관이 있다. 과거에는 단순 도와

주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다. 사회기관

에서 리더십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발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원봉사 아래 어린이, 청소년 연합, 고령화 연합 봉

사기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대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개발 가능한 봉사활동을 위해 국가 사회  단체

에서 노력 중에 있으며, 기관 봉사에 대한 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는 20만 명이 넘는 봉사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하고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있다.

  □ (10.18.) 기조연설: 자원봉사의 미래

    ○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간도 늘어나고 소통도 잘 되고 있는 

빠른 변화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화의 추측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는 5가지의 큰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폭력, 기근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세대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2)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용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

      3) 노령화 사회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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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5) SDG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람

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4살의 브라이언은 기술적 기반이 없었

지만 말라리아에 대응한건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일

상에 적응하게 하는 시간은 4개월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다음세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와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20세기의 이슈를 분석하고 영국에서는 향후의 자원봉사 역할과 

일에 대해 연구 중이다. 나는 현재 세계적 봉사 흐름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 이야기 하려한다. 현재 세계의 자원봉사자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 보다 3~5배 이상이며, 현재 봉사는 기회는 동등하지만 위

치와 시간에 따라 다르며 아프리카의 경우 점점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다. 

그래서 봉사인식을 정말 정책적으로 규정된 규칙 아래에서 정책적으로 

한단계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여성의 문제가 

많으며, 국가와 시민단체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

기관보다는 시민단체에서 맡아서 해결해야 효과성이 높아진다. UN 

2030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봉사단체, 시민, 기관에서 함께 구축해야 한다. 

  □ (10.19.) 기조연설: 영향을 위한 파트너링

    ○ 우리 미래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요인은 기술, 환경변화, 자본, 직종의 

변화, 종교와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 봉사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경에 중요한 요소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물, 사람, 교육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구증가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2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

이로 200만 명의 기후피난민 발생이 예상 된다. 20년 전 나무심기 프로

젝트를 시작할 때 기관에도 함께 동참하며 지역정부, 학교에 홍보를 

시작했다. UN기구에서 프로젝트 수행요청을 하였고 13년 동안 15조 그

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다. 

    ○ 새로운 미션으로 멕시코에 나무심기를 하였는데 생존율이 28%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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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명을 고용해 식재된 나무와 기존 나무를 살리는데 노력하여 현재는 

98%가 생존하고 있다. 다음은 초콜릿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공정무역에 

기반한 초콜릿 판매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초콜릿 프로젝트로 삼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자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는 나무심기에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앱을 개발하여 기부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성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식재현황 조사 및 데이터 관리, 나무 

분석, 효과성 파악을 하고 있다.

  □ (10.19.) 포럼세션: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정책

    ○ (오스트레일리아) 자원봉사의 개념이 나라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였다. 

인구노령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구이동 발생으로 자원봉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 5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정책이 없고 관심이 없어, 체계

적인 시스템이 없다.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 (독일) 각종 정부 정책은 행정상의 비중이 크지 않다. 독일의 경우 종교, 

학교, 정부 등 사회전반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노조가 유명

하다.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과거 난민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해결 할 수 

있었다. 과거 히틀러 시설도 봉사조직이 있었다. 사실 전정한 봉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

니라 돈으로 자원봉사 할 수 없고, 돈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 10년 동안은 민관 국제 세계를 연결하는 전

환점이 되어야 한다.

    ○ (파나마) 2014년 정책하나가 통과되면서 국가적인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 

조직이 설립이 되었다. 재정은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서 제공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6년에 국가적인 자원봉사 운동을 시작하

였으며, 월 2회 만남을 가지고 있다. 미팅에서 정부내각 인물들과 만나

서 교육, 인프라, 교통 등의 자원봉사 수요지에 연결한다. 자원봉사자

는 교통비, 식비만 제공이 되며,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 (케냐) 아프리카는 원칙적으로 봉사정신이 있다. 서로 도우면서 상부상조

하고 살고 있어 익숙한 개념이다.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이 민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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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을 통과시켜 행정적인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2016년부터 어느 정도 법률을 재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자원봉사자 보험을 도입했다. 국가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6개월 동안 젊은이가 자원봉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 주는 국제적인 법이 생기기 전에 많은 행정적 

법을 통과시켰다. 마을봉사자, 공동봉사자 등 각종 지역적인 봉사와 더

불어 국가적 봉사도 하고 있다.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강제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0.20.) 포럼세션: 고령화 사회와 자원봉사

    ○ 노령인구는 세계적으로 35년 후에는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노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노인들도 참가를 원하나 불행하게도 

행적적인 재제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웰빙과 건강을 도와준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 

    ○ (대만) 인구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노령화 되어도 활동

적인 활동을 권장하며,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건강의 문제가 중심에 있고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NGO와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노인자원

봉사의 수요자는 매년 85,000명 정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 

결과 가족과 친구 증가, 수명 증가, 의료기관 방문 횟수 감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었다. 2001년 법이 도입되면서 “자원봉사를 위해 교육이 

필수”이며, 고령자를 고려해서 정책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정부, 센터,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케냐) 대만에 비해 노령 인구 비율이 적다. 케냐는 65세 이상이 3%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는 30~40년 후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 소속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에 

융합시키는 것이 숙제이다. 정부의 협조로 은퇴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하는 역할은 젊은 층의 봉사, 종교에 대한 봉사, 리더십에 대한 봉사 

이다. 이는 90%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멘토쉽이 중

요한 것은 노인은 과거 기술을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냐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노년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 (브라질) MGN은 개인 기업이며 자원봉사센터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노인에게 봉사하는 이유는 이해강화, 사회기여 욕구, 가치성 향상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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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석 결과

  □ 업무 적용 사항

    ○ (자원봉사의 가치 재발견)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소득이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본질을 느낄 수 있어 

자원봉사 관리자로써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다. 평소 국립공원 현장

관리에 치우치다 보니 자원봉사는 업무와 실적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

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

었다.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힘의 원천은 시민이요. 깨어있는 시민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원봉사관리자로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참여자를 지원하는

직무를 넘어 자원봉사로 만드는 세상에 대한 자기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국립공원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변화와 성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 (국내 자원봉사계의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형성) 대회를 참여하면서 

자원봉사계에서 오래 동안 일하고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을 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 된 것 같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회이후에도 자

원봉사 관련 행사와 워크숍에서 만나서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회를 함께 참여하며 얻은 모

티브와 아이디어 그리고 그 분들의 가슴 속 열정을 본보기 삼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하고 활성화 시킬 것

으로 기대가 된다. 저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의 일원으로 공원 현

장관리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생애주기별 국립공원 자원봉사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지속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청소년

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년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와 이들을 향후 공원관리의 우호세

력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들이 향후 노년층이 되었을때 국립공원 자원

봉사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지지층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지식·경험을 보유한 노년층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으로 노령화 사회문제 해결 및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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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제언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사전교육, 자료공유, 통역사 

섭외 등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준 부분에 대하 감사를 전한다. 언어적 

문제나 접해보지 못한 해외 문화로 인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었음에도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배려해 준 덕분에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독일 한인회장님에게도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과 

참여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대회에 참여가기 전에 목적하

였던 참가자들과의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국가별 자원봉사 정책 습득을 

위한 네트워킹과 토론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은 아쉬웠다.

    ○ 향후에는 개인별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세션 발표를 진행한다면 다

양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 통역을 준비하는 

것보다 대회 주최 측에서 철저하게 통역준비가 진행이 된다면 대회목

적인 소통에 더 부합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대회를 참가하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자와 교류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참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선진화,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표자는 일부분 이였고, 수상자가 없어 아쉬

웠다. 발표자나 수상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더욱 대한민국 자원봉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또한, 세계대회를 통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과연 대회 이후에도 국제적 

교류를 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소속기관에서 취득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전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대회 개최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세계대회와 같이 참가비, 여비 등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자원봉사계에 입지가 있는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

하여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참가자에게 해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참가단의 연령대가 다양해 짧은 기간이였지만 

세대 간 소통이 가능했으며 정보교류도 원활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지에서 아침, 저녁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현장회의 및 소

통의 시간이 있었더라면 좀 더 깊은 학습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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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은지

소속 강남구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세계 자원봉사의 이슈 간접체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 중 가장 가치있는 일이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

를 통한 작은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즐겁게 일하고는 있지만, 그

만큼 깊은 학문적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의 흐름과 이슈를 빠르게 흡수해

야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역량에 아쉬움을 느낀바 있음 

물론 국내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에서도 배울 점이 무수히 많지만 이외의 아시아

의, 유럽의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계적인 자원봉사

의 흐름과 주요이슈는 어떤 점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다면 스

스로에게 자극과 도전이 되리라 생각함 

○담당업무에서의 보완점 확인 

재능나눔 자원봉사 및 기업자원봉사 협력사업을 담당하면서 전문적 지식의 아쉬

움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범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됨. 소위 선진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비영리분야에서 기업과의 

협업은 어떻게 접근하고 구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고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기를 기대하였음 

일주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단기간에 업무 보완점을 완전히 

구할 수는 없겠지만, 컨퍼런스 현장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기업 CSR의 사례와 

이를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자세와 태도 등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역할과 접근하

는 방법에서 차이점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피부로는 느낄 수 있었으나 객관적이니 자료로 표현된 자원봉사의 효과와 

파급력을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 과연 다른 나라에서

는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음. 

시민과 기업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로 풀어내는 활동 이후에 

이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측정/평가방법이 있는지 궁금했고 작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됨.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SDG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 (The Global Challenge of the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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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2020년까지 SDG 목표 달성을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고 IAVE WVC에 모인 사

람들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SDG 달성은 정부/시민사회/아카데미/지역사회/제3섹터 등 모든 영역의 참여와 다

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 1백만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위해 활동하며 노력하고 있음 

자원봉사의 참여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큰 무기가 되고 대화 역시 동기부여에 큰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음. Social 

Impact에 대한 스토리를 보는 것이 중요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역 자원봉사로 녹여 만들고 지역사회주민들

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 역시 동기부여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기관과 자원봉사단체들과의 대화와 통합도 대단히 필요하고, 정부의 협조와 협력

을 통해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함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로, SDG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봉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자

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소통이 주된 키워드가 되고 이를 위해 전세

계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유하고 논의해야 함 

○기업 자원봉사 (Corporate Volunteering)

1) Taking your volunteer program to the next level

기회제공, 기술적인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원봉사를 위한 발

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좋은 자원봉사는 계속 진보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India의 경우, 이전 사회와 달리 현재는 더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고 발전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식을 깨

버리는 자원봉사를 고민하게 됨. 세계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VSO프로그램을 기획함  

기근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의 아동에게 집중하며 컨설팅회사나 다른 협력 기업 

직원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는 파트너쉽을 구축, 8개의 국가에서 농업기술을 

교류하며 방글라데시에서 활동 중 

프로젝트를 통해 만명 이상의 농부를 육성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등 자기가 일

한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급자족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에 집중함 

프로젝트 초기에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만한 수치는 없었으나, 나중에 이들이 

새로운 해결법을 발견하고 어떤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원 및 가능성에 집중하며 프로젝트를 지원함. growing together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  

Netherlands 역시 단순한 투자나 경제적 후원이 아니라 직원들과 대상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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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며 Social Impact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로 프로젝트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음 

이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봉사를 하러 온 기업 직원들은 그냥 일반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단기적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오늘의 자원봉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과 설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관리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성공적인 요인을 위한 핵심 key 중 가장 중요한 것은 Strategic development라고 

강조. 봉사자와 기업을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두 그룹을 모으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 함(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두 그룹을 설득시킬 수는 

없음) 

기업은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이 설계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봉사자들은 인간

적이고 감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두 그룹을 모두 포섭할 수 있고 협력하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함

또한 봉사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했고,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

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페이퍼, 보고서 등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를 통

해 기업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작은 변

화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

향력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함 

2) Creating Meaningful Skills Based Volunteer Programs

고유의 기술과 특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 개의 글로벌 기업이 skills based 자원

봉사프로그램을 각자 소개. 세 프로그램 모두 기업의 재능, Pro bono에 핵심적 가

치를 두고 있음  

Dell은 Management program - training session 등 자원봉사 매니저를 육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IT기술을 NGO단체에 전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 

Philam은 회사 자체의 성장추이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함. 2002년 급격

한 발전이 있은 후 정체기간을 지나 2006년부터 성장 그래프가 하락곡선을 그리

기 시작.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리더쉽을 키우고 회사

에 긍정적 분위기를 갖고오기 위해 ‘VMS(Volunteer Management Program)’을 

시작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원 매니저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 C&A재단은 패션산업 

회사의 역량을 살려 브라질의 여성들에게 봉제기술을 가르치고 교육함으로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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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하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작업을 함. 

봉제 기술은 이들에게 직업을 갖게하고 이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과정

을 밟았고, 의미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곧 의미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

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결국의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생각 

법률회사 Dentons는 가장 구체적은 프로보노를 진행,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단일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uropean 

Lawyers in Lesvos 라는 협회를 조직하여 Dentons외에 다른 글로벌 법률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법률 활동을 진행함 

일방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까

지 진행하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꾸준히 모색 중  

3,507개의 케이스, 5,750명 이상, 26,900시간 이상 공헌하는 등 회사의 특성과 재

능을 살린 대표적인 프로보노의 선진적 활동을 주도함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 (Measuring the Impact of Volunteering)

1) Measuring impact examples from the world of corporate volunteering

기업자원봉사 영향력측정 세션의 경우 기업인 절반, NGO staff절반 등 두 섹터에

서 고루 섞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됨 

Spain의 La caixa는 30명의 베이스라인 질문들을 만들고 2그룹으로 나눠 2달에 한

번씩 질문을 바꿔가며 답변을 계속 체크하는 형태로 개인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측정 

Portugal EDP는 노동력의 input – Economic value / Private value / Social value로 

구분하여 EDP에서 고안한 계산식에 수치를 넣어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 

조사모델 자체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결과 중 하나는 경제적

/benefit 영역에서 70만 유로를 투자했지만, 사회적영향력은 20만 유로 정도의 결

과를 도출하게 되어 경제적 이론상으로는 큰 손해를 봄 그러나, Economic, 

Private, Social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경우 결과는 달라짐 

단순 수치로 1사람당 3.55유로를 투자했을 때 1시간당 5.75유로의 가치를 창출했

다는 결론이 나오며 2200%의 투자회수율을 보임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피드백 부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이 

부분은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Volunteering for HA and ER) 

1) Help in Disaster

모든 재난안전 지원과 긴급구호의 핵심은 ‘지역화 중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과 관련된 의료 등 NGO의 활동 역시 지역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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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서아프리카에서는 질병에 관한 재난이 가장 빈번하고 핵심적임. NGO의 

활동 역시 질병퇴치와 의료봉사 관련이 대부분인데, 감염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

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움과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

우가 많음.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지역주민들의 도

움을 받아 지역 내에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IBM 역시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와 사전에 

공유하고 재난 상황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에 주점을 둠. 미국에서 태풍재해가 일어났을 때 IBM에서는 

6가지의 프로그램과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 활동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도움이 됐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IBM의 연구가 가치가 있었

고 앞으로도 재난재해 대첵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 

특히 사후 대책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경우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 아니라 간접적인 접근이 대부분이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

가 현장에 모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욱 큰 혼

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음 

이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원봉사자들의 견해와 하고 있는 일, 갖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 

다만,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 투입시키기 전에 사전교육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지역(브라질 등)에서는 

재난재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의 협력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사전교육과 저보제공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이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기업자원봉사 협력사업 

기업자원봉사를 담당하는 NGO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다양한 섹터에서 인재들

을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이 핵심이며, 당장의 결

과보다 이들이 가져올 알 수 없는 가능성에 투자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이었음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관계형성을 이야기하며 일관되게 언급한 단어는 

‘대화’와‘소통’이었음.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활동 목

표를 설정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깊게 논의하고 토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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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회공헌 활동의 변화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 자신을 설득

하는 과정에 큰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자원봉사 이후에 개인 자신은 어떤 것이 변화되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개인적인 

경험과 소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수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오늘

의 자원봉사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홍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함.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널리 알릴수록 점차 지역사회도 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

임  

다만 Dell, Philam, Dentons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skiill based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센터가 기업과 지역사회의 중간

조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낌  

○영향력 측정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그래프, 돈 등 숫자적인 부분 

없이는 측정이 어려운 듯 함.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며 제출해야 하는 실적

보고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아직까지 기대하는 만큼의 혁신적인 

영향력 측정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게 됨 

투자한 금액만큼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기업 뿐 아니라 비영리섹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가장 핵심적인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 자원봉사를 통해 얼마나 큰 

가치와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낀 점

과 감상들을 눈에 보이게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체감

하게 된 바도 있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무엇을 더 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자세히 측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는 스피커의 말에 깊게 공감함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구호 

재난 상황의 자원봉사일수록 사전교육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에게 재난 상황의 현실과 

그 지역사회의 상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듯 

함. 미리 공유하고 공부하고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가능하기 

때문임. 결국 봉사자 스스로가 인식과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진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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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자원봉사자를 사전교육 했다면, 지역에서도 사전교육이 필요함. 우리나라 역

시 언제 어디서 재난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미리 대비하

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리더십을 키워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

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과정이 지역 자원

봉사센터가 해야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많이 준비할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는 

것을 컨퍼런스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음 

2. 평가 및 제언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섹터들의 활동가와 NGO 스태프들을 일

부 만나보고,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듣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좋았음.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배운 부분을 확산하기에는 시간과 역량이 부

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배웠다고 하기엔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여러 가지 자원

봉사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음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전혀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전제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상기시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기본

을 다시금 확인하게 됨 

독일의 작은 소도시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큰 목표를 갖고 있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본인

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이 이 사회와 세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길임을 

돌이켜 보게 되었음 

단 1개의 세션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듣고 집중해서 알아가자 라는 개인적인 소망

이자 목표를 달성했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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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호승

소속 용인시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여 한국뿐만이 아닌 각 나라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

게되고 파악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의 폭 확대와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에 대한 

한국에서의 적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들로부터 혁신

적이고 참신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공공 문제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지도자들과 네트워킹

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관점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각 나라의 또래를 알아가고 그들로부터 정보 및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일차 (10월 18일)

포럼 1.1 :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미래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지도력 구조는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초점을 제공하고, 

전략적 및 운영적 지도력을 제공하며, 자원 봉사의 발전과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

지만, 이뤄내기 위해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감안할 때 리더십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 구조가 있는 것인가? 그렇

지 않다면 자원 봉사를 위한 전략적 변화 요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의 자원 봉사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파악하기 위함

① 크로아티아

국가적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라 내에 약 30개의 기관이 있

으나 현재로서 부족한 상황이며 보다 많은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②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원봉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불우이웃 또는 인권침해자를 위한 자원

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1996년부터 자원봉사 기관이 설립이 활성화되고 2005년부터 자원봉사 법과 규정이 

재정

자원봉사활동의 정신 선언과 참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집중 분야

는 자원봉사기관외의 타기관과의 협력 증진임

③ 케냐

봉사시간이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도적으로 복지가 갖추어져 있으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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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쪽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성

취감을 주는데 주력하고 있음

④ 과테말라

많은 자원봉사기관이 있는데 75%가 청소년 제도적 보완을 위해 규칙과 규율을 개발

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에 추진하고 있음

⑤ 러시아

140여개의 자원봉사 기관이 있으며 올림픽 이후 자원봉사의 개념이 보다 발전적으

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기관에서 많은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 현재 목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함께 자원봉사로 나아가는 것이며 과제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대학에

서 많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고 2017년부터 국가와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발전에 노력, 국가리더십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현재 20만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원에 노력하고 있

음

2일차 (10월 19일)

포럼 2.4 :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정책 – 도움인가? 저해인가?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정책 체계와 지

출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발전했다. 정책에 문화와 정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례가 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향한 정부 접근의 방식의 주

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며, 시간이 지나며 변화한 것은 무엇인

가?’,‘정부가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자원봉사에 관하여 쟁점을 만든 것은 무엇인

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

공공을 위해 자원봉사는 필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으로 자원봉사의 

힘이 커지고 있고 기대도 커지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국가예산을 지원 받고 지

탱하고 있다.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경제적 지원은 힘들지만 자원봉사에 의해 사회가 변할 것이며 사회

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제적 계획 실행을 위해 전략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아시아의 나라들이 많은 정책과 법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은 

현재 세계적 자원봉사 리더십에 대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브레이크 아웃 3.9 자원봉사자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의 예

자원봉사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자들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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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외부에 공개하는 영향력 보고서는 양적인 평

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관이 운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수, 참여한 자원봉

사자수와 활동시간, 협력기관의 개수, 수혜를 받은 대상자수, 확보한 자원과 그 자원

을 배분한 수치, 교육훈련의 횟수와 참여자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홍보물의 이용

자수나 노출건수가 그 예이다. 하지만 영향력 평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성과가 수

치 자체가 아니고 더욱이 그 영향력의 수치는 아닐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우리의 활동이 지원이 또 다른 지원을 촉발했는지, 지역

사회의 문제가 정말 자원봉사활동으로 해결되었는지가 더 드러나려면 어떻게 측정

을 해야 할 것인가? 수치라는 객관을 넘어서 공유와 동의를 통해 객관을 얻는 방법

은 없을지 고민한다. 평가는 객관을 담보로 하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임펙트 보고

서가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수치를 위주로 구성된다. 기록에서 객관이란 주관들의 

합이며, 기록이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관 자체를 기

록함으로써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객관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영향

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기록의 측면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해볼 지점이며, 영향력 평가와 관련한 앞선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 

중 가장 비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변화”이며, 변화의 측정이 곧 영향력의 측정

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측정을 위해서 앞서 언급된 수치들이 동원

되며, 이런 수치들이 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지 모하는 것, 영향력 측정에 있어 활동의 주체인 자원봉사자가 참여

할 요소가 적다는 것, 잘된점을 부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필요에 대하여, 앞

으로 기관이 뻗어 나가야 할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

재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

는데, 자원봉사 아카이브란 자원봉사의 가치, 시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원봉사

의 정신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공유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내의 246개 자원봉사

센터, 15개의 자원봉사 유관기관이 자신들의 기록물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기록공동

체이자 기록보존소이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기록을 매개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가 측정에 참여하는 방법, 자원봉사자와 그 이야기가 도

드라지는 측정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하였고 그 중에 4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자원봉사 뿌리는 찾아서」 인데 어떤 기록이 유의미한지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국내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변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변화, 그때와 지금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자는 취지로 기획하였는데, 실무자들의 구술기록을 채집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추

천받고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인터뷰어를 섭외했습니다. 그렇게 인

터뷰를 진행하고 소장 기록물을 기증받고 인터뷰집을 발간했습니다. 일부는 영상으

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 당시의 시도가 현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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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는 프로젝트 였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삶의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

과 지역 공동체 상영」인데 평생을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헌신한 자원봉사

자의 삶을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사진, 편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담은 기록들을 수

집하여 영상기록물도 제작하였고 그 다음해에 지역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함께 다

큐멘터리를 보는 상영회를 가졌고,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끼친 엄청난 영향력을 지

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그 시간,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기록과 변화를 이끌

어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416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활

동 기록-동행, 기억과 나눔의 길」인데 한국사회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준 사건 

중 하나로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앞에, 자원봉

사자들은 현장을 지키며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하였고, 이 과정을 활동 통

계,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뷰와 수기, 관계자들의 토론, 언론보도 등을 수집하여 책으

로 엮어 내었다. 재난 속에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연대하고 상호 교류한 과정과 경

험이 가지는 가치를,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증언한 기록은,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가장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자

원봉사 기록 프로젝트」인데 올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올림픽 자원봉사

는 외신의 보도와 같이 많은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올림픽과 페럴림픽

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심에는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

례들이 영향력 측정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며, 

다만 ’기록‘이라는 것이 영향력 측정의 도구로서 평가의 지표들을 보완하고 자원

봉사자들을 측정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촉매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린다.

3일차 (10월 20일)

포럼 3.3 : 변화하는 사회 : 도전과 기회로서의 고령화

60세 이상 인구는 향후 35년간 9억 명에서 2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인생 경험, 기술, 기산 및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상

의 이익을 주고, 웰빙을 향상하며, 잠재적 수명을 연장한다는 입증된 증거를 고려해

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한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 영향들, 자원봉사의 미래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단체의 활동을 분석해본다.

고령인구는 35년 후 20억으로 증가하며 자원봉사의 지원은 이들의 생명으 연장시키

고 삶도 개선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이다. 노인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를 원하나 행정산 제재가 존재한다. 자원봉사는 노인의 건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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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또한 노인의 지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대만

노령화 비율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도 지속적인 활동을 권하며 노인의 사

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건강의 문

제가 중심에 있고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엔지오와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노인자원봉사의 수요자는 매년 8만5천명 정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만

족도 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가족과 친구 증가, 수명 증가, 의료방문 횟수 감소

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노인의 역할은 사회가 만든다. 고령자를 고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 센터,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고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케냐

대만에 비해 노령자가 많지는 않으며 케냐의 고령자수는 3%로 타국가에 비해 많이 

낮다. 남성은 타지역에서 40년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후 지역공동체에서 외

면 당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이다. 정부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종교에 대한 자원봉사, 리더십자원봉사, 젊은 층에 대한 자원봉사

이다. 90% 이상이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 장점은 멘토십을 이용하고 자신의 재능

과 스킬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젊은 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 조언이 활용되어 

우리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정부 정책으로 60세이상은 의료보험이 무료이다.

③ 브라질

사회기금관련 일이 주 업무이며 봉사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

여 욕구의 요인은 이해 강화이다. 그것은 사회기여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게 좋은 일 한다고 느끼고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거치이다.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에

게 영향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조사 전에는 노년층은 사교적인 삶을 위해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 생각 했지만 조사결과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한 강화와 

이해 가치였고 여기서 이해는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 시키는 것이다.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다른 나라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알게됨으로써 생각의 폭이 다양하게 넓어졌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로 인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세계자원

봉사대회에 참여하여 많은 나라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됨으로써 한국에 귀

국하여 활용할 것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각 나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됨으

로써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각 나라마다 특성과 정치

적 성향과 경제적 성향과 문화가 달라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 하여도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또한 그만큼 기관과 정부가 지원을 해줄지 의문이다. 

2. 평가 및 제언

사전에 대한 공지 및 오리엔테이션 등 통역자 배치 등,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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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지원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어려움은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못하다 보니 말하는 것, 듣는 것 

소통이 매우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며, 모든 것을 통역자에 의지한 것이 힘들

었던 부분입니다. 역시 영어는 전세계 공용어로써 필수로 습득하고 알아야 하는 부

분인데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역량을 키웠으면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하는

데 더욱 더 많은 것을 알아 갈 시간이었을텐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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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권미영, 정영롱

소속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I. 대회 참가 목적

-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례 공유를 통해 자원봉사의 영향력 평가에 있어서 기록의 

중요성과 함의를 세계 자원봉자 전문가들과 소통하고자 함

-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세계자원봉사계에서 가지는 위치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확보함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자원봉사의해에 대한 홍보 등 이상의 참가 목적을 

모두 달성함

II. 참가프로그램 요약

1) WVC 등록 및 Opening Gala Dinner (17일 개회)

-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대한 예우와 환영이 인상적임. 채식주의자들을 배려하여 

vegetarian, vegan, gluten-free의 단계별로 음식이 제공된 것은 참고할 만함.

- 러시아는 소치올림픽 개최 이후에, 2019년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국가적 비전

을 가지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가단위의 자원

봉사 조직을 재편하고 예산도 증액 확보하였음. 청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 

- G20 가입 국가와 같은 선진 국가들의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정책적 파

트너이기 보다 시민사회가 시민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으로 재정 등 예산 

지원이 적은 편. 독일의 경우 재단시스템으로 일부 지원이 있으나 예산 자체가 높

지 않다고 설명. 

2) Plenary Session (18~20일, 총 5개)  

①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자원봉사 (18일 오프닝) 

제 25회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세계자원봉사 컨퍼런스

The 25th IAVE World Volunteer Conference

- 주제 :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우의 책임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

- 참가자 : 78개국, 726명

- 일시/장소 : 2018. 10. 17-20, 3박 4일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 주요내용 : 5개 plenary sessions, 12개 forum sessions, 32개 breakout 

sessions 진행(12개의 subject에 대한 165명의 presenters 가 참

여하여 생각을 공유함,

12개 주제 보기 https://www.iave.org/wvc2018/t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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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시민사회와 박애주의, 활용 가능한 정책 환경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독

일 헤르티 경영대학원의 헬무트 헤일리 교수가 오픈닝 연설을 함. 변화의 시기

에 있는 시민사회의 줄어들고, 변화하고 확장하는 공간, 시민사회 기관들과 새로

운 규제모델의 필요, 박애주의 기관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자각 이상의 3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지적함.

- 루마니아 CEV 회장인 크리스티나 리그먼, 독일 UNV 총괄 코디네이터인 올리버 

아담이 켄 알렌 IAVE 임시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을 진행함

- Ksenia Razuvaeva, 자원봉사 이사(러시아)의 특별발표, 글로벌 청소년 자원 봉사 포

럼 선언(Declaration from Global Youth Volunteer Forum), Dr. Dhananjayan 

Sriskandarajah CIVICUS 스리랑카 사무총장의 연설이 이어짐

- 지역중심의 조직화, 기술혁신을 활용한 업무방식과 활동영역의 확대, 세계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 특히 난민과 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빠른 대응이 필

요함을 공유함.

② 자원봉사의 미래 The Future(s) of Volunteering (18일 클로징)

- IAVE, IFRC and UNV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션으로 IFRC 국제미래와 예견에 관

한 코디네이터 Aarathi Krishnan(호주)와 UNV 자원봉사 자문 수석인 Emma 

Morley(UK)의 대화가 진행됨

- 향후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에 대응하여 자원봉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문

제의식을 공유함. 기술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를 테면 여성의 운전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우버uber 기사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이

자 위협임. 난민, 폭력, 기근 등도 심각한 수준임. 기술의 발달로 자원봉사 환경에

도 영향이 있음. 대면활동이 줄고 온라인이 소통을 대체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자체

도 감소하는 추세. 우리가 선언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한 재원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 자녀들이 살

아갈 시대를 위해 우리는 혁신적인 접근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트렌드의 분석, 국가별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며 무엇보

다 아동과 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10년 후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 이주, 기후변회, 도시화, 정치적 영향

력, 인구구조의 변화, 불평등의 악화, 테크놀로지, 스스로 조직화하는 Self 

Organizing, 고용의 통로로서의 자원봉사, 제도권에 대한 불신 등

③ 영향력을 위한 파트너십 Partnering for Impact(19일 오프닝)

- Presentation of the IAVE Global Corporate Volunteering Awards 시상이 진행됨.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기업에게 주는 상임. 국내의 경우 

SK그룹이 상을 받은 이력이 있음.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상은 인도의 TATA

그룹이, 영감을 준 활동에 대한 상은 gsk, MSD, 리츠칼튼 인터네셔널, 텔레포니카 

재단이 수상함. 독일 자원봉사 프로그램 상은 베를린 소셜 아카데미가 수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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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프로그램은 UPS가 수상함.

- 가장 인상적인 연설은 Plant-for-the-Planet 설립자인 Felix Finkbeiner(독일)의 연

설이었음. 인구증가와 온난화로 인한 기후난민에 대한 경고, 연사는 9세부터 이 

문제에 집중하여 나무를 심고 이를 알리고 행동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

음. 슬로건은 “stop talking start planting”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

이 어른들의 입을 막고 나무심기를 권하는 이미지가 인상적. 이 프로젝트는 언론

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UN에서 나무를 심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도  함. 9세 소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 기관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12세에는 도이체방크은행장 및 각국 대사관과 함께 이슈를 나누고 UN기

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3년 동안 15조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최근에는 

나무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심고 가꾸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개발하였고 앱 다운로드 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나무를 심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nursery를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음. 초콜릿 구매를 나무심기와 연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 2018 State of volunteering report 에는 10억명의 자원봉사자는 1억 9백만의 일자

리의 효과를 지니며, 전체 봉사자의 57%가 여성이라고 설명. 자원봉사자 역시 소

득,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라 평등하지 않음을 지적. 자원봉사를 최대화 하기 위

해 참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과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며, 자원을 공정하

게 배분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 주요한 슬로건 No one Left 

Behind로 한사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 

④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Volunteering for Development(19일 클로징)

- 독일의 경제 협력 개발 장관인 Gerd Müller 연설이 있었음. 독일어로 진행하고 통

역이 진행됨.

- 전 세계 자원봉사의 혁신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됨. 라틴 아메리카의 Laura 

Sánchez Gil(콜롬비아)는 TECHO를, 유럽의 Holger Holland(독일)은 Let it Do It!을, 

아시아는 Mujtaba Arshia(아프가니스탄)가 진보적 사고를 위한 아프가니스탄을, 아

프리카는 Agnetta Nyalita(케냐), Makueni 카운티를 중심으로 토론에 임함

- Afghans for Progressive Thinking 은 아프간 청년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정부와 UN 마저

도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때문에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본 단체에서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코스를 운영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바꾸고 지키는 역량과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음. 슬로건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걸고 자신들의 변화 스토리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

력하고 있음.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없지만 향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음.

⑤ 위로, 위로 그리고 더 멀리 Up, up and awayyyy! (20일, Closing Ple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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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C 파트너십 사무처장 Dr. Jemilah Mahmood(말레이시아), Kurt Gribl 아우구스

브르크 시장(독일), Kylee Bates IAVE 세계 회장(호주)의 인사와 연설이 있었음. 

연설 중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그들로 길을 가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봄

- 차기 세계자원봉사대회는 50주년을 기념하며 2020년에 유럽에미네이티드의 아부다

비로 결정됨을 발표하고 호스트 국의 소회와 답변을 공유함. 

3) Forum Session (18~20일, 총 3개 각 4개 분야)  

① 포럼1.4 자원봉사는 모두를 위한 것 그리고 소속감에 관함 것(18일) 

            Volunteering is for Everyone, Volunteering is about Belonging

- 미국 텍사스대학교의 Kapreta Johnson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가 

많았을 당시, 평소 참여가 낮았던 아시아계와 히스페닉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단을 조직하였던 경험을 공유함. 

- 독일연방자원봉사협회의 Henning Baden의 소속기관 설명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 

협회는 1999년에 시작, 산하조직을 가진 기관umbrella organization으로 주로 교

육, 권익, 홍보, 조직화 등 5개 분야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자

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관심을 증진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조직agency들을 참여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 이는 서로 알아가고 아주 작은 생각

이라도 함께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음.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람들을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 과정을 통해 나의 태도와 네트워크도 돌아보게 되

었음.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다양성, 조화, 서로 다른 사람들, 공

동체라는 것에 다다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됨.

- CCIVS(국제자원봉사활동조정위원회)의 디렉터인 빅토리아가 단체를 소개함. 유네

스코 산하의 국제자원봉사활동지원조직으로 1920년에 설립. 세계 100여개 국가, 

200개 그룹, 4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단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모두가 다르므로 공동의 비전common vision을 가진다는 것이 중

요하고, 이를 통해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짐. 온

라인, 오프라인 도구들을 만들었고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ourRightsvoices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함. 

- (질의응답) 언어, 우리의 차림과 외적인 모든 것으로 부터 우리의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원봉사자에게 열린 마음이어야 함Be open to volunteer.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야 함. 나이, 종교 등 어떻게 다르든 간에,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함. 15년 전부터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관념들은 

변화되어왔다고 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질의응답) 유색인종들은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지, 그들 공동체의 자원봉사활동

의 내용과 방식이 궁금함. 유럽은 난민 이슈가 주요한 이슈인데,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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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난민들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의 재능으로 자원봉사에 참여

하면서 오히려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함. 난민들의 문화, 의사intentional, 

다양성과 협력이 중요, 너무나 백인 중심의 일방적인 노력을 넘어서야 함. 그리고 

여성을 정책의 결정에 포함하는 방법, 의사와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함. 시드니의 발언자는 유연성, 이용자 친화적인 것, 정착까지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함. 이태리 발언자는 교육 잘 받고, 늘 배려와 대접을 받고, 

좋은 이웃들만 있는 사람들의 사고만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로마의 여성들은 

업무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 김나지움Gymnasium

이 예가 될 수 있음. 다른 층위의 참여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응답) 소속감을 조화롭게 이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프로젝트 운영

할 때 팀빌딩은 구글링을 통해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방

법. 소속감을 지어나가는 조화가 중요. 어떻게 계획하고, 다양성과 인간성을 보존

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점들, 각자의 강화되는 일이므로 가능하다고 보고, 각각

이 각각의 몫으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시간이 필

요함. 평화로운 것 자체가 조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

은 아님. 우리의 일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싸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데,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함. 분쟁이야 늘 있을 수 있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자

원봉사자들이 활동현장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게 중요함. 그것이 소속

감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 장애가 있을지라도 제한은 있겠지만 누구나 가능

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 미리 찾아가서 말해주는 행동이 필요. 이민자들은 

포용성을 느끼는게 어렵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음 유럽에서 이민자들의 문제는 큰 이슈인데, 난민들이 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봄. 

난민들은 본국에서는 고급노동자였으나 난민이 되면서 언어와 문화 등의 부적응

으로 인해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또

는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정착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봄.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

에 대한 선입견이 큰데,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 문화감수

성, 공동체에 속한 후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Livingroom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함. 인권 관련 프로젝트로 속하게 하고서 자원

봉사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임. 2주 정도의 단기간 자원봉사로 역할을 주고 조

정하는 일들을 함. 한 프로그램 중에 에이즈보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서 자원봉사자가 언어를 고르는 모습,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

쓰는 모습이 이런 경계를 허무는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함. 작은 것부터 시작

해서 바꾸어나가야 함. small steps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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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럼 2.3 영향력 측정 : 자원봉사자가 변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Measuring Impact: How Do We Know Volunteers Make a Difference?

- (하이델베르크 대학 사례) 학사 과정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반영하고, 멘토를 활용,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왜 임팩트를 측정해야 하는가,  측정의 방법보다 

‘왜’가 더 중요함을 강조함. 나라마다 영향력 측정의 방법과 기준이 상이함. 기

간을 정해서 6개월, 1년의 기간을 두고 마인드를 준비시키고 자신감 등을 대화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음.

- (영국 단체 사례)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집중하였음. 왜 임팩트 측정

이 중요한가, 기업으로 부터의 지원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임. 인구통계학적, 수혜자 등의 요소들을 통해 영향력을 측정하고, 리뷰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있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하기도 함. 

www.volunteuropr.eu (Acumen+ course 라는 소프트웨어) 사이트 참조. 해당 사이

트에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고용을 포함하여 사례연구, 전문가 툴도 

포함되어 있음.

- (SAP 기업 사례) 맥주와 초콜릿 회사이자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 90개의 지사와 9만 명의 직원이 있음. 회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

고자 함. 기업의 사회공헌팀은 4만 명이 자원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있

음. 2012년의 발행한 보고서에 재정적 수치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말해준다는 것

을 알게 됨. 소프트웨어 컴퍼니로서 측정 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복잡성이 주

목하고 싶음. 26개 국가에서 누가 그 영향력을 취하는지,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봄. 한사람, 한 단체가 끼친 지역사회의 영

향력에 대해 6개의 조사 케이스가 있음.

 - (토론) 1. 모듈, 수혜자들의 의견, 결괴에 대한 리포트, 고용과 출산률, 등의 추적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추적 조사를 툴을 가지고 진행했음을 소개. 후 측정, 

고용여부 등과 같은 것은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주로 자

원봉사를 수혜 받은 이들에 대해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하고 있음. 자원봉사의 

수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유청년 분야의 

측정에 있어 핵심 성과에 대한 목표설정이 중요하며 동일한 측정도구를 통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함. 그렇다면 설문지를 

통한 영향력의 평가, 청소년 그룹에 대한 맞춤형 측정도구로 조정하고, 인식 마

인드 셋 등을 측정,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야 함. 측정시의 고려사항, 나이, 일, 

본성, 학년에 맞게 측정 툴을 다르게, 세분화하고 있음.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여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그 결과들을 통해 변화를 발견하기도 했음. 

영향력 성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2명의 고용인의 재능, 탑 탤런트의 측정을 하는 것을 시

http://www.volunteurop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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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는데, 비영리기구에 구체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여, 욕구와 필요에 대한 구

체적인 질문을 함. 전문지식과 마케팅 전략,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었고, 프로그램의 영향력 측정을 위해 그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간격을 두고, 팀의 인식정도에 대해 측정함으로서 

영향력을 측정하였음. 3. 라이프 체인지의 측정.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음. 당신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국제적인 발전과, 개인의 직업과, 인생의 변화에 대

해서. 너무 발전된 툴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하이테크놀로지의 잠재력에 대해 긍

정적이나 정확한 오버 뷰 관점에 도움이 되기도 함. 변화의 측정, 어렵지만 학술

적 기록 , 아카데믹 도큐먼트와 언어, 사회역량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은 유의미

함. 노인의 삶에 미친 자원봉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가 존재함. 

vsointernational.org의 Crm-system도 참조.

③ Forum 3.4 Help in disaster

- Rebecca Curzon(미국) : IBM은 세계적으로 1억 6천 명이 종사하고 있음.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솔루션 제공과 같은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기업차원에서의 현장 조정을 위한 정보와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백서를 통해 향후 재난현장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좀 더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음.  

- Johannes Peter(독일) : 선진국과 달리 재난이 빈번한 국가의 경우 의료계 자원봉

사자를 모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때문에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이를 극

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장의 열악함은 경험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고 바로 직

면했을 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음. 때문에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며, 현지의 종교기관

과의 협력도 중요함. 재난복구는 물론 이재민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이 큰 비중

을 차지하므로, 의료전문가 뿐 만 아니라 이재민 케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많

이 필요함. 

4) Breakout Session (18~19일, 총 3개 세션, 12개 주제에 대한 32개 세부주제)  

① Breakout1.9 영향력평가란 무엇인가 – 개념적 틀과 연구로부터의 증거

   What is impact measurement? – Conceptual frameworks and evidence from 

research

- Paul Yip 교수(홍콩대학교), 홍콩의 이타주의 지수의 구축과 그 함의(The 

Construction of an Altruism Index for Hong Kong and its Implication) :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 및 행복에 관해서 더 나으며, 이타

주의는 조직 내의 관계 갈등을 줄이고 조직의 학습 능력을 촉진 할 수 있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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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직면 한 사람들의 이타주의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역경으로부

터의 치유를 촉진하거나 외상 후 성장의 한 형태를 용이하게 하는 대처 전략으로 

제안됨을 다른 연구를 통해 예시를 들며 서문을 염.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홍콩의 맥락에 맞는 이론적 근거 지수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 공공의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접근하여인구 수준 목표, 지역 

사회 차원의 목표, 개인 수준 목표, 이타주의 지수의 구성을 제안. 홍콩의 이타주

의에 관한 4단계의 연구를 진행함. 연구 1 전문가의 구성은 지역 전문가들이 잠

정 A 지수를 추가 검토 할 것을 제안. 연구 2 탐색적, 확인적 요인 분석은 

A-Index의 이론적 차원에 대한 최적의 시간 프레임 설정 및 경험을 확인하는 연

구. 연구 3 규모의 신뢰성은 A-Index의 각 항목에 대한 검사로 신뢰도를 찾는 연

구.연구 4는 포커스 그룹 연구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홍콩 주민들로부터 A- 지수

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함. 상세 지수는 발제자료를 참조. 연구 결

과 그룹 전체의 참가자들은 A-Index의 대부분 항목이 이타심을 나타내기에 적합

하다는 데 꾸준히 동의함. 영향력 측정의 목적은 빙산의 일각을 통해 빙산의 전

체를 예측하는 것과 같이 그 숨겨진 가능성과 영향력을 예상하는 것이며, 영향력 

측정에 있어 주요한 것은 증거 기반, 공동체적 접근,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임을 제언함.

- Ksenija Fonović (이탈리아, SPES, CSV LAZIO), 새로운 통계, VSC의 새로운 역할

(New statistics, new roles for VSC) : 이탈리아의 자원봉사활동 통계는 ILO(국제

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1)애서 나온 자원봉사활동 측정을 

위한 ILO 매뉴얼과 비영리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 관한 위성 계정(UN, 20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 3 섹터의 입법 개혁이 진행 중임. 이는 단순한 것이 아

닌데, 시민 영역의 조직 형태를 재 정렬하는 데 있어 운동 기능적 메커니즘을 개

선해야 하며, 이는 규범적 문화 발전을 대표하는 국제 수준이기도 함. 공동선을 

추구함에 있어 관련 형태로 동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발의(제 1 조)를 정치적 

주제로서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 3 섹터기구, 협회, 자발적인 활동, 문화 및 

선물 실천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으로 인정 된다(제 2 조).의 조항을 통해 기관 및 

조직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제 3 섹터 규범에서 자발적 행동은 제 3 

섹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함. 무급 활동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인식, 일반 이해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공공 영역에서의 개별 행동에 주목하고 있

음. 제3섹터 규범은 자원봉사센터 (제 63 조)의 사명을 ‘제 3 섹터 조직에서 자

원 봉사자의 존재와 역할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함. 그간의 15년간의 활동을 돌아볼 때, LOCAL> GLOBAL> LOCAL로 변화되어 

왔음. 정체성> 비전> 파트너십> 공동-창작의 실험을 이어왔다고 생각함. ISTAT 

ILO 2013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보수 활동’원칙을 설명하고자 함. I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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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Vnet - FVP 간의 계약을 담은 MESV(Measuring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Volunteering) 프로젝트는 자원 봉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다중 이

해관계자파트너십과 국가 통계기구, 학술 연구, 실무자 등을 포함한 데이터 추출

의 이탈리아 모델임. 경제적 가치는 자원 봉사자 수 (조직 단위 / 직책), 수행 된 

업무 유형 (즉, 직업 – ISCO08), 자원봉사 시간, 수행 된 작업의 제도적 설정, 자

원봉사활동을 하는 분야(산업), 수행 (INCPO)을 포함함. 사회적 가치는 자원 봉사

의 이유, 자원봉사의 개인적 영향, 다중 멤버십, 자원봉사의 해를 포함함. 자원봉

사 수치(총 자원봉사율, 기관 기반 자원봉사비율, 개인 자원봉사자 비율), 자원봉

사자들의 직업, 활동분야(섹터), 활동시간, 국토 내 지역별 자원봉사, 성별, 나이, 

교육, 고용, 수입, 지속기간, 참여 동기(필요에 답하기 위해서, 우정을 위한 자원

봉사, 종교적 자원봉사, 자발적으로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들에게 나타난 영

향(관계적 영향력, 시민성 영향력, 웰빙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다수를 차지함) 등

의 수치를 통해 자원봉사의 임팩트 측정이 가능하다고 봄. 향후 다음과 같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적인 웰빙(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더 만

족하고 있다는 것), 정치참여(자원봉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카테고리를 위한 정

치 참여에 대한 사회화적 영향이 있다는 것),  대외적 신뢰(자원봉사자는 다른 사

람들을 보다 쉽게 신뢰한다는 것), 새로운 전문가들/직업들(자원봉사를 통해 직업 

시장에 새로운 활동이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소셜 교통망, 대화를 통한 거리모금

활동 등), 조직 측정(경제, 사회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ILO모듈의 적용, 연간 사회

적 보고서, 재정보고서 등), 성별 특정(섹터 기반,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의 출현)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봄.

- Viacheslav Ivanov(비아체슬라프 이바노프, 러시아, HSE), 러시아의 자원봉사 노

력의 영향력과 효과성 측정에 대한 다층적 접근 : 시민사회 및 비영리 부문 연구 

센터는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팀임. 시

민 사회 학술 연구, 비영리 단체, 사회적 참여, 자원 봉사 및 자선 활동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시민 사회 모니터링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현상으로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왔음. 러시아 자원봉사

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러시아는 자원봉사를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사회적 책임으로 기

부하는 원칙으로 정의함. 비공식 자원 봉사에 높은 수준의 참여가 있지만 공식 

자원 봉사 참여는 적다는 특징을 지님.세계 기부 지수에서 보면, 조사 대상 139 

개국 중 러시아 124위에 머무르고 있음. 시민사회 모니터링(HSE Univ.)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39 %가 주로 개별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했

고, 조직된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NGO, CSR)를 경험한 러시아인의 12%로 조사

됨. 최근 러시아에서 획기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자원봉사는 ROSSTAT(러시



《115》

아 국가 통계청)에 의해 공식 회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GDP 동

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공헌한 기부금을 재정 안으로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예측 연구는 결과 평가 모델링, 전략 기획, 시나리오 개발, 

시민사회 진화, 법적 환경 개선 등 이미 시작되었음. 자원봉사 활동의 측정과 효

과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형식으로 연구프로젝트 들이 

변화하는 등 온라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의 단계(레벨)

의 주요 접근 방식은 대상 데이터 및 고객에 따라 다중 레벨을 평가하는 방식임. 

매크로 레벨(Macro Level)은 전체 사회 안의 영향력과 미드 레벨(Mid Level), 마이

크로 레벨(Micro Level)을 포함하는 형태. 미드 레벨은 기관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포함하고, 마이크로 레벨은 이해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자원봉사자에 끼치는 영향력을 포함함. 평가를 위한 다중 레벨 접근법

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해야 함. 먼저 평가 레벨을 선택

해야 하는데, 사회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충분히 연습하고 잘 발달한 접근 방식

에 대한 이해가 있어여 함. 하나, 평가는 주로 누구에게 예정되어 있는지, 평가 

데이터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둘,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평가의 결과에 따

라 어떤 결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지 등의 질문이 가이드가 될 수 있음. 레

벨 선택, 필요한 정보의 정의, 수집과 분석 도구의 선택의 단계를 진행하는데, 자

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영향의 정의, 선택된 평가 레벨, 그리고 그들을 측정하기 

위한 선택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음. 평가 욕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평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을 발견했음. 국립 설문 

조사 결과(모든 러시아 인구 대상, 2016-2018)에 따르면, HSE의 기초 연구 프로그

램의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틀에서 시민사회 연구 및 비

영리 부문 센터가 연구를 수행했음. I. Mersianova 박사와 L. Jacobson 교수는 

‘자원봉사의 벡터, 능률(효율)’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NGO

와 함께 2016년 봄부터 가을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

로 진행했음. 도시 및 농촌 인구에 대하여 전체 러시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나이

는 18세 이상으로 거주지에서의 대면 면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음. 경제적 평

가에는 누가 필요한지(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평가에 관심 있는 단체 및 단체), 

평가 용도로서 예상되는 결과물은 무엇인지(전국 및 대규모 지역 자원봉사자 평

가 실시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NGO 평가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미드 레

벨에 있어 자원봉사자 평가의 실시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비용 결정의 방법(자

원봉사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 비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 자원봉

사활동의 비용을 결정할 때 직면했거나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물었음. 다

중 레벨의 접근법이 가지는 약점음 무엇인지(자원봉사자 평가에 있어 현재 어려

움)에 대해서는 매크로 레벨은 얼마나 많은 자원 봉사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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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다는 것, ROSSTAT는 아직 안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사회학

자들은 자원봉사자 그룹의 가장 정확한 신원 확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임. 

미드 레벨은 자원봉사자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창안하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평가

방법론 학습의 객관적 장벽이 존재하는 약점이 있음. 마이크로 레벨은 고도의 유

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대

한 평가에 대해여 수요가 없다는 약점이 존재함.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

한 공식적인 전국 통계 자료를 개선해야 함을 제언. 매크로 레벨에서 인적 자원 

연구의 시스템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관찰하는 것에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서 국

제 및 지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다양한 평가방법의 결합을 통해 

자원봉사 노력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더 필요하며, 경제적 영향과 지

표에 사회적 영향을 가져 오는 다른 접근법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함.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 해석을 고려해야 함

- MARIA PETKOVA(튤립 재단, 불가리아), 자원봉사의 영향력 평가 : 자원 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무엇인지, 영향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 물으며 서문을 염. 튤립 재단의 사명은 시민사회, 기업 부문 및 

국가 및 지방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가리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임. 시민사회 조직, 사업 조직, 부처 및 기관, 지자체, 기부자, 개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음. 주요 역할은 전국 규모의 지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경험의 교환을 위한 교육, 정보 및 포럼을 제공하고, 세대 간 연대, 아버

지가 되기, 어린이 폭력 반대 등의 전국 규모 운동을 펼치기도 함. 올해의 프로젝

트, NGO 및 인력 자원 봉사 이니셔티브 등 국가별 시상식도 개최함. 각 시정촌

의 지원을받는 지역 시민 사회 및 비즈니스 조직을 위한 공동 행사로서 마켓 플

레이스(Market Place)를 운영함. 자원봉사에 대한 격려는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 수년에 걸쳐 느낀 것은 교부금과 자료 지원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 사람들의 삶

에서 지속 가능한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파트너와 수혜자도 마찬가지

인데,  그러한 변화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을 공유. 훈련에 훈련을 

거듭 했는데, 프로젝트 구현 모니터링, 보고, 현지 방문 및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 

지표에 대한 측정, 서로 다른 조직 가져 오기, 훈련, 정보, 매뉴얼, 지침 제공 등

을 해왔음. 이를 위해 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개인 또는 커뮤니

티의 현재 상태를 수정하는 특정 활동 영역의 변화에 기여하는 조직의 역량

(Perrini and Vurro, 2013), 조직의 활동에 의해 생성 된 비 경제적 변화(Emerson 

2000, Epstein and Yuthas, 2014)이 있음.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도

구라는 것에 동의하며 자원 봉사의 가치를 보이고, 자발적 조직의 책임성을 증대

하고, 자원봉사의 관리, 계획, 벤치마키으 자원봉사의 참여 등에 있어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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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 및 캠페인의 지속 가능성의 증대가 이에 포함됨을 강조함.자원봉사는 정

책과 실천에 기여하는데, 사회적 소속감, 교육 및 훈련, 고용, 적극적인 시민권, 

활동 및 서비스, 커뮤니티 개발의 역할과 효용을 가짐. 자원봉사가 미치고자 하는 

영향력은 자원봉사자(개인)를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 구체적인 수혜자를 위한 가

치, 조직을 위한 가치,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 사회를 위한 가치로 구분할 수 있

음.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 할 때 NGO의 이해, 실천, 표준 및 필요에 대

해 조사하였는데, 84%는 자원봉사자를 정기적으로 함께하고, 80%가 자원 봉사자 

교육을 제공하며, 85%는 영향력 측정이 매우 중요하고 나머지 15 %는 다소 중요

하다고 응답함. 자원봉사자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모든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2/3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NGO의 60%가 정기적으

로 또는 때로는 영향을 측정한다고 응답함.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

니스 파트너의 경험을 공유받았는데, 자원봉사를 매우 즐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

하고 그 외에 새로운 지식 습득, 새로운 기술 습득, 마을, 이웃, 다른 사람들에 대

해 알게되는 것, 새 친구를 찾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 좀 더 자세

하게는 자선 활동을 위해 하루를 보낸 후에 나는 장애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

다는 것, 나는 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환상적인 직업

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원봉사의 이점은 다양하고 광범위함. 자원 봉사

자를 이용하는 조직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포착 할 수 있어야함. 결론적으

로 자원 봉사의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아야 함. 조직이 영향력을 얼

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체 평가 도구여야 하며, 

프로젝트, 활동 평가 계획에 적용되는 증거 계획 도구여야 하고, 자원봉사자와 관

련된 사회적 벤처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특수 도구, 결과를 추적하고 측정하는 

결과 평가 도구, 다른 조직, 유사한 데이터 세트와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킹 도구

여야 함.

②Breakout3.9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사례(Examples 

of practical tools to measure impact of volunteer involvement)

- 영국 NCVO의 Shaun Delaney : 측정의 이유에 답할 수 있어야 영향력 측정이 가

능하다고 설명. 측정을 위한 측정은 무의미하기 때문. 측정을 하는 이유는 기부자

들에 대한 설득의 근거 및 더 나은 과정을 위한 것임. NCVO의 자원봉사 영향력 

평가의 틀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을 한축으로, 자원봉사자

(Volunteer), 기관(Organization), 이해관계자(Beneficiary), 공동체(Community)를 한

축으로 하여, 계획, 실행, 평가, 리뷰의 과정을 통해 평가함. 그럼에도 측정에 많

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

- 한국 정영롱, 제출자의 발제 내용은 발제 자료의 국문판을 별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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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프레젠테이션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A30C14393BF1, 

   영문 스크립트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FEC013A5BF30)

- 네덜란드 Movisie(국가지식연구소)의 Willem-jan de Gast는 영향력 측정의 4가지 

단계(step) 과정을 제시함. 1단계는 공유 된 정의, 프레임 워크 및 이해 개발, 2단

계 공유 지표와 규범 개발, 3단계 양적 및 질적 데이터 수집, 4단계 결과 및 결과 

학습으로 제시. 결론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프로세스와 결과

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유 이해, 비전 및 야망은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하고, 변

화 이론을 수립하는 것은 일회성 회의가 아닌 과정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제언. 올

바른 지표와 규범을 찾는 일은 어렵지만 데이터와 스토리를 수집하는 다각적 접

근 방식은 보다 완벽한 그림을 제공하나 연구원과 참가자 모두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임을 지적함.

III. 참가 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 (내부 사업에의 환류) 국제사회에서 아카이브가 가지는 위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음. 영향력 평가에 있어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평가지표의 개

발이 필요함을 확인함. 현장에서의 질의와 관심을 통해 기록들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시간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재확인. 어떤 기록과 통

계를 선택하여 매칭해서 무엇을 측정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발

제에 담았던 것과 같이 주관의 객관화로서, 자원봉사자 스스로 측정에 참여하고, 

이것을 지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카이브와 실무자의 역할임을 발견함.

- (자원봉사 정책저널 제10호 기고) 자원봉사 정책저널을 통해 발제 자료의 한글원

문 스크립트를 공유하여 자원봉사 아카이브 및 기록을 통한 자원봉사 영향력 측

정의 가능성에 대해 공유함. 

- (자원봉사 이음 연계 세계는 지금 소모임 공유) 자원봉사 관리자 네트워크인 자원

봉사 이음의 소모임 ‘세계는 지금’11월 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발제한 내용을 

공유함. 소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에 기록 자원봉사를 세팅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함.

- (자원봉사 아카이브 자료 축적 및 SNS 활용) 이상의 브레이크아웃 3.9 설명에 첨

부한 것과 같이 발제 영문 프레젠테이션 시트와 스크립트를 아카이브에 공유하고, 

개인 SNS를 통해 확산하고 공유함. 

2. 평가 및 제언

-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알리고,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에 대한 세계동향을 파악하고

자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위치와 위상

http://archives.v1365.or.kr/A30C14393BF1
http://archives.v1365.or.kr/FEC013A5B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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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국가들의 자원봉사 인프라와 고민의 지점의 격차

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참여한 포럼의 경우 발행국이 직면 한 문제 수

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특히 포럼

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격차와 이해의 정도가 달라서 아쉬운 부

분이 많았음. 기본 포럼과 심화 포럼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운영진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전달함.

- 프리젠테이션의 신청부터 현장에서의 발제와 토론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짐. 독일

에서 개최했음에도 기본 언어가 모두 영어였음. IAVE 자체가 영어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비영어권의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깊이있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러 가지 장벽을 허무는 자세와 태도, 준

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한국에서 국제규모의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고민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내 타 국제컨퍼런스의 경우, 한국어와 발제자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발제를 하고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중요하고 꼭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알리기 위해 많은 브로슈어를 제작해 갔는데, 물량이 많다보

니 남겨진 브로슈어들이 많았음. 보다 친환경적인 홍보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장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들도 모두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번거롭지만 컵과 

접시로 제공된 것을 생각하면 더 반성이 되는 측면이 있음

- 갈라 디너는 충분히 대접받는 기분을 주었고 특히 베지테리언에 대한 섬세한 배

려에 감동을 받음. 바이에른 비어텐트도 음악과 음식, 축제분위기로 국적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서 만족했음.

-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순서 중 유일하게 전원이 기립하여 자원봉사자들에

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어 예우를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음. 이 부분은 자원봉사

자를 예우하고 인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순서이자 차후로 꼭 참조하고 늘 먼저 고

려해야 하는 부분임.

- IAVE WVC의 서비스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영어자막을 제공한 것, 발제자료를 모

두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임. 대회 전체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준비

가 충분함을 알 수 있었음.

- 해외 연수에서 늘 어려운 부분이 통역인데, 현지에서도 통역 자원봉사자분들의 수

고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석되지 못한 점이 많아서 아쉬움

- 세계대회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이었고 센터장님과 센터 및 

유관기관의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유의미하였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담당 

간사님의 지원과 가이드에도 감사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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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원고]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을 위한 기록의 중요성

변화를 포착하는 도구로서의 기록에 대하여

*아래 글은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IAVE) 에서 "Our 

responsibility for the global future"를 주제로 개최한 제25회 세계 자원봉사 컨퍼런스(25th IAVE World 

Volunteer Conference, WVC2018, www.iave.org/wvc2018/) 중 "The Importance of Records in Measuring 

the Influence of Volunteer Work" 를 표제로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들어가기

 

“좋은 일 하시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입니다. 자원봉사활동현장에서 자원봉사 관

리자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자원봉

사는 그저 좋은 일이며, 그 좋은 일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과 같이 “자원봉사 영향력 측정을 위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영향력 측정이 자원봉사계의 우선과제이자 딜레마 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

리고 모든 현장 실무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록이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정보이자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은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로서, 본 글은 이를 위해 실행해본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쓴 것입니다.

앞선 생각들

자원봉사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

는 이슈이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선행 사례와 연구들을 되짚어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자들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단체들

이 외부에 공개하는 영향력 보고서는 여전히 양적인 평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http://www.iave.org/wv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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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이 운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 참여한 자원봉사자수와 활동시간, 협력기관의 수, 수혜를 받

은 대상자수, 확보한 자원과 그 자원을 배분한 수치, 교육훈련의 횟수와 참여자수, 웹사이트 또는 온라

인 홍보물의 이용자수나 노출건수를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수치를 경제적인 수치를 환산해보기

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참여와 혜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요, 수상경력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치와 활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평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성과가 수치 자체가 아니고 더욱이 그 영향력이 수치는 더더

욱 아닐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우리의 활동이, 지원이 또 다른 지

원을 촉발했는지, 지역사회의 문제가 정말 자원봉사활동으로 해결되었는지가 더 드러나려면 어떻게 측

정을 해야 할 것인지, 측정이라는 ‘객관’을 담보하는 단어가 수치라는 객관을 넘어서 공유와 동의를 

통해 객관을 얻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하고 싶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싶기 때문인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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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봉사센터(2017), 한국자원봉사의해 사회문제해결 10대어젠다 기획연구(6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최근 발행된 IAVE 매거진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자원봉사 성과지

표를 개발했습니다. 당시의 문제제기 역시도 자원봉사활동 성과의 측정방식이 대부분 자원봉사의 참여

자수와 활동 시간 등 단순한 양적 지수로 일관된 다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의 본질에 충실하

면서 동시에 사회적 임팩트 중심의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핵심요소들을 검토하여 다음의 5가지 지표

들이 연구되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의해 연구진, 사회문제해결 성과지표 연구, 2017, 

http://archives.v1365.or.kr/3DFF03F0D6ED) 성과지표의 기본 프레임은 보시는 이상의 표와 같습니다. 이 

지표들은 국내에서 자원봉사 대상 등의 심사기준으로 활용(http://archives.v1365.or.kr/54CE25764E2E)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현장에서 여전히 양적, 수치 기반의 기록들만이 남는다면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포착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객관  변화  기록”

평가는 객관을 담보로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임팩트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수치를 

위주로 구성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에서 객관이란 주관들의 합입니다. 기록이 기록하는 사람의 주

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관 자체를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객관을 판단하게 하

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객관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기록의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영향력 평가와 관련한 앞선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측정이 곧 영향력의 측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리고 그러한 변화의 측정을 위해서 앞서 언급된 수치들이 동원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수치들

이 담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영향력 측정에 있어 활동의 주체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요소가 적다는 것, 잘 된 점을 부각해야 하

기 때문에 앞으로의 필요에 대하여, 앞으로 기관이 뻗어 나가야 할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실험 사례의 공유

이상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자원

http://archives.v1365.or.kr/3DFF03F0D6ED
http://archives.v1365.or.kr/54CE25764E2E


《123》

봉사 아카이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archives.v1365.or.kr)는 자원봉사의 가치, 시민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원봉사의 정

신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공유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내의 246개 자원봉사센터, 15개의 자원봉사 유

관기관이 자신들의 기록물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기록공동체이자 기록보존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

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제안하고 현재까지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이슈와 

관련하여 기록물을 수집, 관리보존하며, 온라인 상에서 열람과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전시와 같은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향후 자원봉사 기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기록’을 매개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가 측정에 참

여하는 방법, 자원봉사자와 그 이야기가 도드라지는 측정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4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들은 명확한 영향력 측정의 지표를 찾기 위한 실험이 

아닌, 영향력 측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변화를 측정하는데 꾸준한 기록과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프로젝트를 소개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사례 소개 : 변화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기록을 통한 측정

1) 한국 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여기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계

의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IAVE의 이사직을 맡았던 김옥라 이사장님

(http://archives.v1365.or.kr/helpv/nhistory_v.asp?curpge=21&valnum=2)과 이강현 박사님

(http://archives.v1365.or.kr/helpv/nhistory_v.asp?curpge=21&valnum=1)입니다. 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 

인터뷰를 위해 기증해주신 사진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록이 우리에게 유의미한지, 그리고 자원

봉사와 관련한 국내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변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변화, 그

때와 지금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취지로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자원봉사 

역사 속에 유의미한 사건들을 정리하여 연보(https://goo.gl/LMqP7E)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언할 

http://archives.v1365.or.kr/main.asp
http://archives.v1365.or.kr/helpv/nhistory_v.asp?curpge=21&valnum=2
http://archives.v1365.or.kr/helpv/nhistory_v.asp?curpge=21&val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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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자원봉사자, 실무자들의 구술기록을 채집하기 위해 인터뷰이를 추천받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질

문할 수 있는 인터뷰어를 섭외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소장 기록물을 기증받고, 인터뷰집을 

발간했습니다. 일부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 기억은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 당시의 시도가 현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구술자를 선정하는 문제, 기억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해서 진위를 확인해

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들이 기록을 매개로 자신들과 

지역사회의 변화가 기억된다는 것을 몹시도 기뻐한 것입니다.

<한국 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 인터뷰집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AA0A2C4923EE

2) 자원봉사자 삶의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과 지역 공동체 상영

두번째 사례입니다. 광주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주는 민주화운동으로 유명한 한국의 

지방도시입니다. 광주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아카이브에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을 

광주의 어려운 이웃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헌신한 분이 계신데, 올해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

타깝다. 그러니 이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기록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평생을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삶을, 주변 인물

들의 증언과 사진, 편지, 지역사회의 변화를 담은 기록들을 수집하여 영상기록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다음해에 지역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는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자원봉

사자 한 사람이 끼친 엄청난 영향력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었지요.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그 시간,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기록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반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상영회 현장을 담은 사

진들입니다.

<故허상회 자원봉사자 추모다큐멘터리 "살아사는 사람의 거름, 죽어서는 나무의 거름" >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7B7BDF5F42A7

http://archives.v1365.or.kr/AA0A2C4923EE
http://archives.v1365.or.kr/7B7BDF5F4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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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6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활동기록 - 동행, 기억과 나눔의 길>

세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준 사건 중 하나로 ‘세월호 침몰 참사’를 꼽

습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앞에,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을 지키며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을 위로했고, 우리는 이 과정을 활동통계,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뷰와 수기, 관계자들의 토론, 언론보도 등

을 수집하여 책으로 엮어 내었습니다. 재난의 때에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연대하고 상호 교류한 과정과 

경험이 가지는 가치를,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증언한 기록은,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가장 유의

미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발간한 책의 표지이고, 두번째 사진은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검색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관련 사진들의 캡쳐이미지 입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책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기증한 것으로 아카이브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동행, 기억과 나눔의 길 - 416세월호 참사 자원봉사활동 기록>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6FC3A74486D2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기록 프로젝트

http://archives.v1365.or.kr/6FC3A74486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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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일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 자원봉사는 외신의 보도와 같이 많은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심에는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원봉사 아카이

브 역시 본 이슈에 대한 기록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온라인포털 사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과 연계하

여 기록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모금함을 개설했고, 자원봉사자를 기억하는데 마음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

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수집했지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 관련 기록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

증한 활동 사진들, 다양한 베뉴와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게 힘이 될 만한 감사의 메세지와 자원봉사자 모집부터 해단식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원봉사 기사들, 온

라인에서 주고받은 자원봉사자들의 기쁨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까지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기록물들을 선별하여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자원봉사로 다시 만나는 평창”을 오픈했습니다. 한글로 

서비스되어 아쉽지만 한번 둘러봐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기록들이 2032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될지 

모르는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Re-Collect@Pyeongchang 온라인 기록전시 바로가기 http://volunteerofpyeongchang.kr/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제언들

아주 대략적으로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영향력 측정의 방

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록’이라는 것이 영향력 측정의 

도구로서 평가의 지표들을 보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측정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촉매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치는 기록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떻

게 기록해야 하는가. 이 고민은 자원봉사의 영향력 측정의 고민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기록은 자원봉사

가 이룬 변화를 포착하는 도구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자원봉사자 스

스로가 참여하는 기록이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volunteerofpyeongch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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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들이 측정의 모델로서 제안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 개념화되고 지표화되는, 

실로 측정되는 프레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가진 과제이기도 합니

다. 오늘 이 자리가 자원봉사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기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가능성, 사회적 요구에 대한 호응, 지역사회와 참여자의 상태와 조건,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영향력 측정의 실험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Presentation sheet (Eng ver.)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A30C14393BF1

Presentation script (Eng ver.) 바로가기 http://archives.v1365.or.kr/FEC013A5BF30

http://archives.v1365.or.kr/A30C14393BF1
http://archives.v1365.or.kr/FEC013A5B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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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숙자

소속 마포구자원봉사센터

Ⅰ. 대회 참가 목적

제25차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여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자원봉사종사자 및 관리자, 기업사회공헌담당자, 자원봉사자 

등과 교류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글로벌 트렌드 및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Ⅱ. 참가프로그램요약

 1. 2018년 10월 17일(수)(1일차)

 Welcome Reception

함께 모여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까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 2019년 자원봉사의 해를 계기로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설정은 정책적 파트너가 

아니라 서비스 대행 정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 시민사회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느슨한 형태라고 생각하며 이는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직면하는 재원조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은 Foundation System(독립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합작재원 조달 시스템을 의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 5만유로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단체가 전국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

회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임팩드 활동의 확산과 실행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2018년 10월 18일(목)(2일차)

 Planary Session Ⅰ : Volunteering in Changing World(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러시아 :  지난 소치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 및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24년도까지 자원봉사 참여율을 15% 증가시키고자 한다. 

-루마니아 : 제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큰 변화와 지역단위 실천 활동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지역단위의 실천 활동이 조금 더 효

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 봉사자 및 관리자교육, 봉사자보호, 홍보, 조직화 등 5가지 정도에 집중하고 

있다.

-CCIVS(국제자원봉사활동조정위원회) : 유네스코에 의해 글로벌단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세계 100여개국에서 단기프로젝트중심으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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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글로벌 단위 등 원하는 사람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

 -미국 : 태풍(허리케인)의 피해가 많았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는 생각을 했고 특히 잘 행동하지 않는 아시안, 히스패틱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봉사

단을 조직하여 참여하였다. 

포럼1.4 :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 사회일원으로 포함하기 위한 봉사활동

자원봉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소속감에 관한 것이다. 포괄적인 자원봉사는 나이, 

문화, 성별, 성적 취향, 민족성,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가 포괄적임을 보장하는 것은 오랫동

안 지속적인 도전이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엄청난 움

직임을 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피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딜레마와, 개인

과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리한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 포럼

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조직을 다양한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 도전 과

제를 검토하고, 모든 곳,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으로 포괄적인 자원봉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초 자료와 지식을 함께 제공한다.

B/O세션 1.1 : 정부의 정책수립 시 자원봉사의 중요성, 우선순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유럽자원봉사센터는 60개 정도의 기관으로 조직돼 있다. 연간보고서를 참고하면 다

양한 사업추진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관련 자원봉사의 경우 장기봉사와 단기봉

사가 있는데 단기는 봉사자가 없어도 이루어지면 정가는 봉사자가 꼭 필요한데 장

기봉사자가 활동할 때 더 열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책을 세우기 전 필요성을 검토

하고 필요성에 따라 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인구노령화로 자원봉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청년의 학업에 따른 자원봉사참

여 미흡함으로 자원봉사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를 벗어난 시골지역

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동안 다섯 명의 

총리가 거쳐갔는데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원봉사를 진흥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도 미흡하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는 국가정책에 따른 프

로젝트별, 또는 지역 단위별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자원봉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 차원

의 별도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필요 없다. 정부, 학교, 종교 등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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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조조직에서 자원봉사의 참여가 

활발하다. 선거시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높고, 최근 독일난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독일국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데 이를 위해 자

원봉사참여가 활발한데, 심지어 히틀러시대에서도 자원봉사란 이름으로 많은 조직들

이 만들어져 정치적인 활동을 자원봉사란 이름으로 한 바 있다. 자원봉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향후 10

년 내에 비영리조직의 민간과 정부가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연결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나마의 경우 국가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지난 2014년 통과되

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를 위한 재정은 정부

보다 민간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2016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봉

사운동을 시작,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 정부내각도 

참여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수요 및 일감이 

만들어지고, 이에 자원봉사자들이 식대와 교통비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한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정부는 자원봉사

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케냐의 경우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자원봉사 정신이 사회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어

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케냐에서는 매우 익숙한 습관처럼 여기고 있다.선진국의 경

우 유난히 자원봉사를 민주적으로 접근하고 접 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도 2016년부터 자원봉사 관련법을 만들어 법률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정책도 도입했다. 특히 케냐에서는 청년의 경우 6개

월 동안 법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다. 또한 발제자가 거주하

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전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만들

고 이미 조례는 통과시켰다. 지역 자원봉사자와 공동체조직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과 국가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가나 등 주위 국가들이 자원봉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O 1.7 : The role of volunteer center in providing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 a European perspective(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의 역할)

- 리투아니아 : (Betina Gaertner, Actio Catholica Patria)의 ACP는 1990년부터 별도

의 센터라는 건물이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활동

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쟁참여 혹은 국가유공자 노인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하

는 사업을 하고 있다. 리투아니에서도 청소년들이 유럽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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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도 역

시 재원, 조직화, 이슈의 확산 등에 관해서는 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가지고 있다.

FSJ(자발적사회봉사의 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입전 1년정도를 본인이 원

하는 국내외 자원봉사의 해, 미국의 Gap Year,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에 참여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리투아니아 학생들도 

참여가 늘고 있음. 유럽역시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북아일랜드 :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큰 규모와 큰 성과의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

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봉사자들을 즉석 스카웃을 한다. 시간이 들지만 결

실이 좋다. 

- 독일 : 아우디에서는 직원들에게 봉사를 강요할 수 없어서 직원들의 자원봉사참여

율은 0.1%에 불과하다. 아우디에서는 직원자원봉사가 아닌 자동차공장이 위치한 지

역(브라질 리투아니아 등)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Planary SessionⅣ : The Future(s) of Volunteering(자원봉사의 미래)

향후 10년 내 우리가 직면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사회는 

기술, 환경, 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빠

른 변화는 우리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난민, 폭력, 기근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영향

력을 키우고 있는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 되

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한다.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의 상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트랜드의 분석을 통해 

미래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각 나라별 자원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성을 가

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관해

서 국가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역량이 더욱 결집되어야 한다.

3. 2018년 10월 19일(금)(3일차)

Planary SessionⅠ : Partnering for Impact(사회영향력 위한 파트너 맺기)

   참가자들의 참여한 투표의 결과 우리의 미래에 자원봉사에 미치는 요인은 첫 번

째 기술, 두 번째 환경변화, 세 번째 자본(자산), 네 번제 직종의 변화, 다섯 번째 종

교와 분쟁의 순이었다.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지역의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 Felix Finkbeiner(Plant for the Planet 설립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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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율이다. 유엔보고서에서는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두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기후의 위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다. 이미 지구의 온난화가 60%이상 진행되었으며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더 가속화되고 있다. 9살 때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

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UN연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나무를 심었고 그때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그 후 많은 기관

들이 따라서 심기 시작했고 나무 심는 것 외에 나무 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고 싶

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다. 12살에 도이체방크 은

행장 앞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행동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

였다. 우리 프로젝트는 각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상황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급기야

는 UN기구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3년 동안 

15조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궁금했지

만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걸 알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나

무심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위기를 예상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 기반한 초콜렛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초콜릿 5개를 팔면 1그루의 나무를 심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 300만 그

루를 심기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 기부할 수 있다. 

위성회사와 파트너를 맺어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분석하고 생존데이타를 분

석할 수 있다. 

포럼 2.4 :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정책 - 도움인가 저해인가?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정책 체계와 지

출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발전했다. 정책에 문화와 정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례가 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향한 정부 접근 

방식의 주요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중요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고,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변화했는가’, ‘정부가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만든 방법에

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자원봉사에 관해 쟁점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B/O 3.11 : 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봉사 프로그램

  : ‘Creating Meaningful Skills Based Volunteer Programs’

    (의미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DELL(델) : https://www.msdf.org

약 14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17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80만시간의 자원봉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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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델사는 Austin, US; Panama City, Panama; Limerick, Cork, Ireland ; 

Bangalore, India; Penang, Thailand 등의 전 세계적으로 설립돼 있고, 기업자원봉사

는 아일랜드, 리메릭에서 2012년에 처음 시작했다. 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는 

293명으로 이 직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66개국에 497개의 각종 NGO와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중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프로그램

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와 정보통신기술(IT)를 활용한 자원봉사가 있다.

Philam Foundation(필람재단)

-http://www.philamlife.com/en/about-philamlife/our-advocacy.html

“일 잘하면서 좋은 일 하기 (Doing Good While Doing Well)”라는 슬로건으로 기

업자원봉사를 하는 필림재단. 특히 70년이 넘은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보험회사인 

AIA를 가지고 있다. 건강(healthy), 재산(wealthy), 지혜(wise) 등 이 세 가지를 기반으

로 “바른 인력으로 바른 일 하기(Doing the Right Thing With Right People)”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년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 단순한 직원 중심의 자원봉사를 동아

리(ad hoc)처럼 시작했으나 현재는 규모있고 잘 조직된 재단으로 성장했다. 또한 명

석한 두뇌를 지닌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자원봉사활동이 펼처져 재단의 비영

리사업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바른 경제개념을 지니도록 교육봉사를 중심으로 공

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 재단 “자원봉사는 곧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C&A Foundation 씨엔에이 재단-https://www.candafoundation.org

180년의 전통을 지닌 의류업체 C&A의 기업자원봉사조직인 씨엔에이재단은 전세계

적으로 9군데에서 활동하고 있고  80만 명의 수혜자에게  3억달러 규모로 지원해주

고 있다. 처음 재단 설립 후 조직내부의 문제로 기업사회공헌의 성과에 대해 “사업

만 많이 하고,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회공헌의 영향력이 낮다”라는 평

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술 바탕(skill-based)으로 사회공헌의 사업방향을 바꾼 결

과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이뤘다.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

고, 봉사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갖게 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후 재단의 사회공헌을 

홍보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성과를 이루고,  “더 이상 가격

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의미있는 상품을 원합니다.” 슬로건과 함께….

Dentons Europe LLP 덴톤스 유럽-https://www.europeanlawyersinlesvos.eu

법률계에서 세계 20위에 꼽히고 정부 계약으로는 자칭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회사는 

아직 사회공헌기업이라고는 법조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 독일법 협회장이 그

리스에 난민들이 많은 레스보스(Lesbos)라는 섬을 방문하던 중, 각종 다양한 직업의 

봉사자들이 있음에도, 그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과 모든 난민은 법정에 출

두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하고 ‘European Lawyers in Lesvos’라는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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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조직했다. 단기적으로 2/3주씩 봉사하는 변호사들은 그동안 한 달에 100~250

건을 ProBono로 변호했으며, 덴톤스를 비롯한 독일법률협회, 유럽법률협회, 보험회

사 Allianz, Oxfam 등의 파트너 쉽 으로 각종 NGO의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자

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교육시키면서 ‘당신도 이젠 변호사’라는 슬로건으

로 법률교육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Planary Session Ⅳ : Volunteering for Development(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혁신이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관에서 일하며 혁신적인 

변화의 방법을 고민해 왔다. 혁신의 도전 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물부족 문제와 고용문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

역사회에서는 혁신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

한 사람들의 대처방법과 해결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4. 2018년 10월 20일(토)(4일차)

포럼3.4 : Help in Disaster(긴급구호)

- 독일 : 재난재해 효율적인 대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며 시

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자 했고 그게 의료적 도움이라 의료팀을 꾸미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의료

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인도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의료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유럽에도 프로그램의 정

보를 주고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한다. 그 지역의 

NGO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프리카(제네바) : 정부기관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

다. 서아프리카지역은 재난 시 국가 및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하게 도와주고 질병을 

없앨 수 있을 지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많은 봉사자들이 재난에 대해 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들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는 지역사

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 IBM : 자원봉사 붐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봉사를 하고자 한다

현재 IBM에 봉사의 많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

고 있다. 많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물품과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곳에서는 봉사 개

념과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봉사단체와 하께 봉사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이다. IBM은 재난단체가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인 봉사보다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Planary Session : Up, up and awaa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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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것인가? 

- 라틴아메리카 : 지금 현재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맞춰서 

활동을 개발하고 있다. 젊은 봉사자들 70%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돕고 

국가기관에 연결을 해줘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아프카니스탄 : 아프카니스탄은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다. 국가기관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지금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선생님에게 모두 무조건적인 복종

하는 학생들의 향상 및 증진에 어려움이 있어 비판적이다. 

혁신적인 방안은 사람과 소통하며 이야하며 넓은 세계에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주

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향이다.

  지금 현재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국가를 위한 일, 사

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선택하여 하고 있다.

- 독일 : 지금 가장 먼저 닥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일은 지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7,000,000명의 자원봉사

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성취를 해

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엄청난 플랫폼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다.

환경, 오염 문제 해결위한 노력은?

현재 저희는 과학자들, 환경교육이 가능한 자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세계 나라별 환

경 수준을 구별하여(나누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공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점 등을 알려주고 일깨워준다. 

많은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자극을 주고 있는가?

라틴 :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봉사자들이 가

지고 있는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국가에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제도(정

책)를 제공받는다. 반영된 제도 덕에 봉사자들은 국가봉사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다.

아프카니스탄 : 가장 시급한 것은 200~300명의 봉사자들에게 봉사에 대해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곳

곳에 변화를 만들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실

행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국가와 끊임없

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 : 국가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세대

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기관들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

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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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글로벌과 지역의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

정립 필요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정책 수립 

 ․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구

 ․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 자원봉사트렌드를 반영한 자원봉사 혁신 추구

 ․ 최신기술을 반영하는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운동 

 2. 평가 및 제언

 지엽적인 커뮤니티 속 자원봉사사업에 치중함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이 미흡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속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현주소를 살

필 수 있는 좋은 기회-우리나라의 자원봉사정책, 사업, 기업사회공헌, 종사자의 역량 

등등이 매우 우수함을 인지-가 주어져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로 지

역, 국가, 세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서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민주

적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에서의 새

로운 자원봉사일감 찾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자발성을 

유인하는 시민성을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사회참여자로 자원하는 생

활 속 자원봉사 시스템을 마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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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태석

소속 서울시자원봉사센터

Ⅰ. 대회 참가 목적

 - 이번 월드대회 참가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 운영실태, 국가지원 인프라, 자

원봉사 활동프로그램과 SDGs와의 연계성 등을 알고 싶었고 아울러 국가별 자원봉사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자원봉사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함

Ⅱ. 참가프로그램요약

 - 1일차 : Welcome Reception 인사말

  :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보호, 빌드업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원봉사를 통해 효율적

으로 가능함. 오늘 이 자리처럼 함께 모여사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장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활동이 더욱더 중요함

  : 러시아는 2019자원봉사의 해를 계기로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지난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단위 자원봉사 조직이 리뉴얼

되고 예산 또한 110만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며, 사전 개최된 청년포럼에 러시아에서

는 120명의 청년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는 등 기존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들에게 까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앞선 청년포럼에서는 미래세대의 자원봉사활동과 유금․무급자원봉사 활동 등 다

양한 청년들의 관심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포괄적인 조직빌딩과 조

직화 학습, 행동에 관한 사례 등을 IAVE로부터 배울수 있었음

  : 독일의 경우에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중요성에 관한 발표가 있었는

데 대부분의 G20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설정은 정책적 파트너가 아니라 

서비스 대행 정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 시민사회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느슨한 형태의 라고 생각하며 이는 많은 시민사

회 영역에서 직면하는 재원조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음. 현재까지 독일은 

Foundation System(독립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합작재원 

조달 시스템을 의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 5만유로 미만의 예

산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단체가 전국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영향

력을 제고하기 위한 임팩드 활동의 확산과 실행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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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차 : 오전 Plenary Session : Volunteering in a Changing World

  : Cristina Rigman(유럽자원봉사센터 회장, 루마니아)

  지역단위 소규모 조직화 사업에 관한 사례와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소규모 

조직화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과제, 중요성에 관한 발표

  : 디지털시대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디지털은 사람들의(자원봉

사 영역도 포함) 미팅, 혹은 회의의 영역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적 혁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

  : 민주주의 발전에서의 자원봉사 역할은 정부의 견제와 같은 전통적인 활동

과 더불어 더딘 행정의 속도보다 시민사회의 반응과 행동은 훨씬 빠른 경향성

을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이 활동에서 나아가 지역, 난민, 환경 등 다양한 주제

에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함

  : 한편으로는 제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큰 변화와 지역단위 실천활동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지역단위의 실천활동이 조

금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

 - 2일차 포럼(1-4) Volunteering is for everyone, Volunteering is about Belonging

  :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명, 미국(Kapreta Johnson, 텍사스

대학교)의 경우 허리케인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때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잘 행동하지 않는 아시안, 히스패닉계 학생들

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조직하여 참여하였음

  : 독일(Henning Baden, 연방자원봉사협회 직원) 협회는 많은 사안 중 봉사자 

및 관리자교육, 봉사자보호, 홍보, 조직화 등 5가지 정도에 집중하고 있음

  :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우리는 매일 조금씩 걸

어서 간다는 심정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함. 어떤 계기가 중요한데 난민 혹은 환

경처럼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것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특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들

이 고립으로부터 탈출하여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작은 계기를 통해 공식적인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CCIVS(국제자원봉사활동조정위원회) 소개 → 유네스코에 의해 글로벌단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직으로 1920년 설립. 세계 100여개국에서 단기프로젝트중

심으로 활동지원.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글로벌 단위 등 원하는 사람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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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중 현장관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페이퍼웍이 너무 많다는 것과 낮은 수준의(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의 

봉사자들과 함께 연합활동을 해야 할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든상황임. 우리의 현장이 언제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나? 작

은부분부터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

  : 지나친 소속성은 포용성을 해칠수도 있다. 조화로운 지점에서 동등하게 다

양성을 인정하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더큰 것을 잃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정중심의 즉 과정에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질 경우 그러한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음

  :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난민문제에서 보듯이 독일이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

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촘촘히 이들을 포용하려는 태도는 이 문제를 긍

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됨. 난민들이야 말로 대표적인 

이력장애인(본국에서는 상당히 고급인력이었으나 난민이 되면서 타국에서 언어, 

종교, 문화 등에 적응하기 힘들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

들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이들은 상당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도 있음

  : 조금 전에 독일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은 난민들에게 Living Room Program

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보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난민들이 어떻

게 살아왔는지를 두시간동안 집중에서 경청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민과 이민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관심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빠

르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 2일차 Breakout(1-7) The role of Volunteer center in providing local 

leadership for volunteering – a European perspective
  : 리투아니아(Betina Gaertner, Actio Catholica Patria)의 ACP는 1990년부터 별

도의 센터라는 건물이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주

요활동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쟁참여 혹은 국가유공자 노인들에게 의료용품

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독일의 FSJ(자발적사회봉사의 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입전 1년

정도를 본인이 원하는 국내외 자원봉사 하는 해, 미국의 Gap Year,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

근에는 리투아니아 학생들도 참여가 늘고 있음. 유럽역시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 리투아니에서도 청소년들이 유럽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는데 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재원, 

조직화, 이슈의 확산 등에 관해서는 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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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차 : 오후 Plenary Session : The Future of Volunteering

  : Aarathi Krishnan(IFRC, 국제적십자, 스위스) 향후 10년내 우리가 직면할 문

제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

  : 우리사회는 인터넷, 유전공학,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들에게 운전을 금지한 대표적 나라였

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우버택시를 운전하고 있음)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들

에게 기회이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난민, 폭력, 기근등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다음세

대의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자원봉사 여건을 보면 요즘

은 사람들을 직접만나는 일이 디지털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

고 있으며 SDGs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도 요원한 일이 되고 있음.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대하여 혁신적인 접근을하고 있으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가? 또

한 딱딱한 교실수업만으로 우리아이들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시민으로 교육시키 충분한가? AI, Big Data, 블록체인은 어

떤가?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 되고있는지 우

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 트랜드와 앞으로 실제 일어날 일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트랜드를 읽고 해

석하면 우리는 대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께 수만은 질문을 던졌

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각 나라별 자원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여

성과 아동에 관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역량이 더욱 결집되어야 함.

 - 3일차 : 오전 Plenary Session : Partnering for Impact

  : Presentation of the IAVE Global Corporate Volunteering Awards

이상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성과와 혁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상임

  : TATA(인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MSD(다국적제약회사) 빈곤지역 

의약품지원, 식수개발 지원활동 등, GAME DO BEM(브라질) 3D프린팅을 통한 

장애아동 보조장비 제작지원, 리츠칼튼 인터네셔널-지역사회참여활동 및 환경

봉사활동, GSK 베를린 소셜아카데미-NGO 지원프로그램 운영, LET(미국) - UPS

재단의 지원을 받아 긴급구호활동 전문 봉사활동

  : Aarathi Krishnan(IFRC, 국제적십자, 스위스) 어제 발표한 향후 자원봉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투표결과 기술, 환경변화, 재원, 직종변화, 종교분쟁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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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lix Finkbeiner(Plant for the Planet 설립자, 독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인구증가 이다. 유엔보고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지

금인구의 두배로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 증가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

람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미 지구 온난화

가 60%이상 진행되었으며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더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때가 되면 200만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생겨 국제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

길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미 9살 때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UN연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친구들

과 함께 첫 번째 나무를 심었고 그때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그후 많은 기관들

이 따라서 심기 시작했고 나무심는것 외 나무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

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다. 12살에 도이체방크 

은행장 앞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행동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프로젝트는 각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상황까지 확대가 되었

으며 급기야는 UN기구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13년 동안 15조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무를 심

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걸 알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나무심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절감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무를 심는 자체가 다른 의미에

서 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운 미션으로 멕시코에서 7만명이 나무

를 심고 있는데 이 지역의 나무 생존률은 28%였다. 그래서 100명을 고용해 식

재된 나무와 기존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생존률이 98%이다. 

나무에 1유로만 기부하여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초콜릿프로젝트를 소개하면 공정무역에 기반한 초콜릿판매로 나무

심기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

을 계획이다. 우리는 나무심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

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앱을 다

운로드만하면 기부가 가능하다. 위성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나무현황을 분석

하고 타 기관 식재결과 및 지구의 나무수량 등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의 나무심

기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3일차 포럼(2-2) Corporate Volunteering – Evolution or Revolution?
  : 각 나라의 대표적 기업 CSR 사례 소개

CEMEX(멕시코 시멘트제조회사)는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

반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협력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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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MEX의 모델은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것, 가급적이면 복잡한 문

제에 개입, 성과측정, 파트너십형성 등이 주요 모델의 기준이 되고 있음. 이러

한 기준을 가지고 회사가 위치해 있는 각 사업장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Medtronic(다국적의료기기 회사, 스위스) 이 회사 역시 SDGs의 목표와 유사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지역사회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종사자 역시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에 대한 책임성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 하고 그 참여활동으로 CSR을 전개한다.

  : TATA(자동차제조회사, 인도) 철저하게 지역중심 접근을 하는 회사로 소개

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TATA Foundation의 설립취지문을 보면 “The 

community is not just another stakeholder in business, but is in fact the very 

purpose of its existence”라고 되어있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더레이터 질문 : 기업의 CSR이 KPI까지 정해서 해야 할 일인가?

  : 어떤 일이든 기본적으로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리부문

이 아니지만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참여자들을 동기부여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측면으로는 우리는 종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종사자 개인의 능

력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목표

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의 자원봉사 정책은 

Bottom-up인 경가 많다. 리더 그룹은 그 정책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3일차 Breakout(3-9) Examples of practical tool to measure impact of 

volunteer involvement

  : Shaun Delaney(NCVO, 영국) 자원봉사의 영향력, 혹은 성과를 측정할 때 우

리는 먼저 ‘왜 측정하려고 하는가?’ ‘왜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

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측정 그자체는 의미

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부 혹은 참여자 

그리고 많은 부분 기부자들에게 설명할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더 발전된 다

음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NCVO의 프레임 웍은 아래와 같은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진행

Human Capital Economic Capital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Volunteer
Organization
Beneficiar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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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세스는 계획→실행→평가→리뷰의 형태로 진행,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봉사를 측정해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함.

  : 정영롱(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대한민국) 자원봉사 기록축적이 영향력측정과

의 관계에 있어서 단기적 계량측정의 압박을 이겨낸다면 장기적으로는 기본자

료로 그 가치는 충분할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수많은 투입지표(교육횟

수, 수혜자 수, 참여자 수, 예산 등)가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는 영향력, 변화에 

대한 측정자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아카이브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산술적 영향력 측정에서는 참여자(봉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분명

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지역사회, 

참여자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기록을 매개로 변화를 측정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라는 모티브를 통해 우

리는‘한국자원봉사의 뿌리를 찾아서’, 혹은 세월호관련 아카이빙을 수행하면

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기록 그 자체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없을지라

도 다른 계량적 평가와 측정을 충분히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기록 그자체로도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Willem-jan de Gast (Movisie, 네덜란드) Movisie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위한 국가 지식 연구소이며, 다양한 실험과 함께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그 지식을 적용하고 있음. 사회적 영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문가 및 시민 간의 다른 관계를 창출합니

다. 그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정

부의의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실무 위주의 연구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

는 경험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비영리영역, 정부영역의 업무가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사회적 영향력 측정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측정할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임웍을 작

성합니다. 그리고 지표를 표준화 하고 발전시키고(양적 질적 데이터) 이를 처리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혜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각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일차 : 오후 Plenary Session :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 Gerd Müller(경제협력&개발부 장관, 독일) 우리 독일은 3천만 이상의 사람

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을 받을것인가 보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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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과 원산지의 공정성에 관해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800만명 이상의 지구인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시리아, 난민, 

환경, 기아, 인구증가 등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와 직면하고 있다. 한가지 분

명하것은 이들에게 교육과 깨끗한 물, 의료시설 등은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관

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10%의 인구가 90%의 부를 독점하고 20%의 인구

가 대부분의 지구자원을 독점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 최근 우리는 Walt Wäret(아메리코와 비슷한 조직)을 확대하고 노인층의 

사회참여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히 FSJ(미국의 갭이어와 유

사)와는 별도로 World Service(6개월간 해외파견봉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모든 노력 들은 모이면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 3일차 A Panel Discussion 남미(콜롬비아) - 의식주 등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

지않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TECHO), 아프카니스탄 –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 활동가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 교육시스템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우리는 조직의 간판조차 걸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기부여하고 교육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 4일차 : 포럼(3-4) Help in Disaster

  : Rebecca Curzon (IBM, 미국) 전세게 1억6천만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

는 우리 조직은 정부기관 혹은 민간단체의 자연재해 대응프로그램에 예산과 같

이 직접지원보다는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카트리나 같은 재난이 왔을 때 물론 일부 직원들이 봉사에 참여했지만 

기업차원에서는 현장 코디네이팅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 등에 더 집중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백서(White paper)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재

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동일본 스나미 이후 

프로젝트매니저(현지전문가)제도를 도입했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기술적, 간접적 지원)를 좀더 잘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Johannes Peter (Humedica, 독일) 선진국의 경우 의료진 봉사자 모집이 비

교적 쉬운 반면 재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모집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현

지교육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열악함은 격어보지 않은 사

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종교기관과의 협력이 우리들의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

다.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재민을 옆에서 돌봐주고 지원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꼭 의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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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가결과

 1. 업무 적용 사항

   3일차 세션중 자원봉사의 영향력 측정과 관련하여 Willem-jan de Gast 

(Movisie, 네덜란드) 가 발표한 내용중 Effect Arena & 마스트레스 케이스는 일

종의 영향력 측정 논리체계도와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시도하는 다양한 

영향력 측정 과정에서 각 단계별 체크해야할 요소들을 도식화해서 만든 형태였

으며 Willem-jan de Gast에게 상세정보를 메일로 부탁드림.

  다른 주목할 점은 흥미로운 점은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몇몇의 케이스는 상당

히 글로벌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고 직접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

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례(독일 펠릭스, 아프카니스탄 등)들의 특징 즉 지역사

회의 지지를 받을 경우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DGs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 글로벌 아젠다에 너무 미온적 대응

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2. 평가 및 제언

 공식적인 포럼과 개별 네트워킹을 통해 파악한 세계각국의 자원봉사 이슈와 

여건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럽권(선진국)의 나라에서

는 난민이슈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단편적인 상황들의 

연속적 사례공유로는 이미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전산 인프라가 성숙단계인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다만 참가자의 의

지 여하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 자원봉사관리업무를 하는 각국의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은 좋은 부분이었다. 2일차 세션에

서 만난 스위스, 독일 관리자들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과중한 페이퍼웍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가 하면 관리자 스스로의 동기부여에 관해서도 문화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가 걱정하는 부분인 재정지원에 따른 독립성과 민간성 훼손의 문제인데 서구의 

경우 설령 정부재정이 지원되더라도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 모금 

베이스의 현재 재정시스템에서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세션과 포럼에서 어떤 것을 청강할 것인지 행

복한 고민을 하는 순간도 있었으나 사례들은 비교적 단편적인 사례가 많았던 

반면 기조 강연에서는 지식보다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동

기부여 측면에서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기간 집중된 포럼과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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