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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사회적 배경
    - 교육, 환경,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및 기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는 지속적으로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작년 UN총회에서는 지구촌 과제로서 2015~30년 SDGs(지속가능
한 발전목표) 17개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들을 중요한 실행 파트너로 명시한 바 있음 

      Ÿ SDGs 17개 어젠다는 빈곤, 기아,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등임
    - 국내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를 읽고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서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2015년 한국자원봉사의해(이하 한자해) 선포
    -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계기로 사회변화를 위

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민관 협력방식의 “2016~2018년 한국자원봉사의해”를 선포하였음

    - 한자해 일환으로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3월 30일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향후 3년 동안간 추진해 나갈 핵심 추진목표를 
설정함
Ÿ 목표1.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참여캠페인”
Ÿ 목표2.한국자원봉사의해가 선정한 “10대 어젠다 모델사례 발굴 및 보급 운동”
Ÿ 목표3.시민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정책 제안, 기금마련 활동”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자해 추진사업의 핵심 추진목표 중 하나인 ‘10대 어젠다 
모델 사례 발굴 및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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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활동이 서비스 위주의 사회복지적 활동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
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어젠다형 자원봉사 모델’을 발굴하고 보급하려 함

   □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우리사회의 혁신(social innovation)적 활동
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민이 사회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목표
 
 1) 연구 내용, 목표

   □ 한자해가 지정한 10대 어젠다 중 3개 기획 어젠다와 관련한 40개 우수 
사례를 발굴・취합 

   □ 2016년 40여개 우수사례 중 주요 사례 10개 선정 및 분석 

   □ 2016년 3개 기획 어젠다 관련 지표와 사례 보급방안 모색  

 2)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과제해결의 불가결한 존재라는 가치를 입증함으
로써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자원봉사실천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사회변화의 핵심적 주
체로 재인식 되는 계기 마련

   □ 자원봉사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
을만들기) 등 타 영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콜렉티브 임펙트 모델 제시

   □ 과제해결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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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1) 연구방법

   □ 10대 어젠다 중 2016년 3개 기획 어젠다 관련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 
중 10개 주요 사례를 선정
Ÿ 3개 기획 어젠다: ①교육역량 혁신 ②사회안전 ③빈곤예방 및 해결

   □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를 중심으
로 성과지표 개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지표 확정

   □ 개발된 성과지표를 포함한 사례수집양식을 각 사례 담당자들에게 배포
하여 직접 기술하도록 함 

   □ 정성적・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례를 다른 지
역, 이슈, 대상 등에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보급 방안을 모색
Ÿ 2017~18년 매년 3~4개 주요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3년간 10대 어젠다  
 전체 주요 사례 발굴 및 보급 예정

 2) 추진일정

   □ 연구기간은 2016년 10월-12월(3개월)까지며,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추진 내용 10월 11월 12월
§ 연구계획 수립, 착수보고서 제출 ○
§ 3개 기획 어젠다 관련 사례조사 ○ ○
§ 3개 기획 어젠다 자료분석 및 정리 ○
§ 자문위원, 이슈전문가 의견수렴 ○
§ 3개 기획어젠다 사례 선정 및 성과분석 ○ ○
§ 중간보고서 제출 ○
§ 전문가 집담회(2회) ○
§ 결과 보고회 ○
§ 사례집 제작 및 보급 ○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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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원봉사 현황 및 동향

1. 국내 자원봉사의 성장과 위축

   □ 자원봉사 참여의 성장과 감소 
    - 통계청 사회조사(2016)에 의하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13.0%)부터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2009년 이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 후 2013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자원봉사 참여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
안 기름 유출 사건은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엄청난 해양오염을 함께 극복하고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
이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사이에 5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
자들이 동참하였으며, 재난 극복을 도우려는 성금도 지속적으로 이어졌
음. 육상에 동원된 인력은 총 2,132,322명으로 이 중 자원봉사자가 
1,226,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와 마일리지 증가, 대학사회봉사 
프로그램 증대, 기업사회봉사제도 확대, 고령화대책 제도와 예산 증대, 
해외봉사 사업과 예산은 증대되고 있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은 향상되지 
않고 있음(주성수, 2016)

<그림Ⅱ-1> 자원봉사 참여율

   * 통계청, 「사회조사」(2015). 조사대상은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이고,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자원봉사참여율=(지난 1년간 자원봉사참여자수 ÷ 조사대상 인
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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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참여율 감소뿐
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도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며 자
원봉사 불만족을 나타낸 이가 2002년 11.5%에서 2014년 40%로 4배 
이상 증가

    - 자원봉사 프로그램 질과 담당자 역량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Ⅱ-2> 자원봉사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 출처: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2014)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자원봉사 정체 및 감소 원인
    - 자원봉사가 시민사회와의 상호확장이 안되며 여전히 사회복지적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일정 비용이 제공되거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의무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과 자발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 국가적 경제위기로 생계에 급급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여유와 

관심이 부족함
    -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반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에 변동

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섹터 간(정부, 기업, 민간단체, 시민사회), 민관, 민민(자원봉사단체와 시

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간),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간 등 자원봉사 활성화
를 위한 협력과 연대가 부족함

    - 조직의 관료화, 사업의 관행화, 구성원의 소진으로 변화와 혁신이 일어
나지 않는 등 자원봉사단체들도 정체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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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자원봉사 정책 동향

   □ 위기를 기회로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 금융위기 및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이 위축되었으나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함

   □ 자원봉사에 사회적 영향력 강조
    - 사회문제 해결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개념

을 도입하고 이러한 모델을 확산하고 있음

   □ 섹터 간 파트너십 증가
    - 단일 영역만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을 인식하고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집단적 파급력
(collective impact) 형태로 파트너십 형성

   □ 자원봉사 기금 확보의 혁신적 시도
    - 미국과 영국 등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민

간 자원봉사 기금과 자원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
성과지불제•임팩트기금•사회혁신기금(미국 국가봉사단(CNCS), EU 차원
의 자원봉사 임팩트 프로젝트 공모 등(주성수, 2016)

    - 공공과 민간의 기금을 매칭하는 소셜임팩트 투자를 확대, 이에 따라 자
원봉사도 영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고 있음

[사례] 미국 뉴욕시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

Ÿ 경제기회센터(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가 지휘하는 사회혁신기금 사업은 성
공적인 민관협력 사회투자로 뉴욕 시내 5개 및 미국 전역 7개 도시에서 이뤄지는 빈곤
퇴치사업에 투자됨

Ÿ 미국 전국・지역 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 사회혁신기금이 2011년부터 시행, 연방정부 투자 530억원/시정부 투자 480억
원, 청년봉사단 3,700명/은퇴자 봉사단원 4,600명, 사회혁신기금 SIF 시행 24개 NPO, 
자원봉사활동처가 1,300개에 이름

Ÿ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은퇴자 등 전 연령대가 고르게 참여하고, 기부하며 봉사하는 자원봉
사자가 늘고 있으며, 애드보커시 중심의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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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Ÿ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Ÿ SIB의 효과로는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에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정부 재
정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
과 이자를 수취하여 자금의 선순환과 가용재원을 증가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사
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증대되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사전예방적인 
사업 수행으로 사후적인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함
Ÿ 2010년 영국은 피터버러 시 교도소 재소자의 재범률이 60%에 달하자 재소자들의 성공

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전 세계 최초로 SIB 발행. 성공하면 2.5%~13%의 수익률 보장, 
4개 단체가 6년 간 재소자 및 가족, 지역 공동체 지원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 
모색

Ÿ 그 결과 영국 평균 재범률이 10% 상승하는 동안 피터버러 교도소의 재수감률은 11% 
감소, SIB의 효과가 입증되어 이후 7개국에서 25개 사업에 반영됨 

Ÿ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 SIB를 도입하여 정서불안, 학습부진 등을 겪고 있는 그룹홈 거주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
시하고자 하며,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에 SIB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중 

3.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

 1)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

    자원봉사는 시대에 따른 생활양식, 문화, 사회, 제도에 따라 시민들의 욕
구가 다양해지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문제와 욕구 또한 달
라지면서 함께 변화(이란희 외, 2013)

   □ 자원봉사자 욕구에 초점
    - 단체의 목적과 현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려는 전통적 관점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미래사
회를 위해 기여하는 효과성 측면을 간과

    - 자원봉사자를 도구가 아닌 양성되고 길러지는 자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원 관점은 보람과 삶의 의미, 자존감 등 자원봉사자들 자신의 
욕구에도 초점(Brudney & Mej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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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은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모델에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자원봉사의 
혜택이 돌아감을 뜻하는 상호호혜적 모델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함

   □ 창의적 참여와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 MacDuff et al.(2006)은 주관성(subjectivism)과 객관성(objectivism)

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안정성(stability)과 급진적 변화(radical care)
를 다른 축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모델 제시

    - 주관성과 객관성 척도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옹호나 지지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고, 안정성과 급진적 변화 
척도는 예측가능한 활동을 선호하는지와 기존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호하는지를 가늠

    - 달라진 자원봉사활동의 패러다임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신념과 관심사가 
반영된 창의적인 참여와 근본적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애드보커시 요소
를 포함

<그림Ⅱ-3> 멀티패러다임 모델

   * Macduff, N., Netting, F.E., & O'Connor, M.K.(2006), Rethinking the nature of 
volunteerism: A multi-paradigmatic approach to volunteer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Chicage, IL, November: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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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관리(management)에서 참여촉진(engagement)으로 변화
    - 직장인, 청소년, 베이부머,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그룹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게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의 범위가 점차 다양
해지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보는 조직의 관점에 변화가 필요

    -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
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게 적극적으
로 위임해야 함

    - 단순히 자원봉사의 실적 관리가 아니라 사회변화라는 관점에서 자원봉
사활동의 성과측정도 고려해야 함

   □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남(R. Putnam)은 협동적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봄
    -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신뢰, 공통적인 비전

과 시스템에 관한 믿음, 준법정신, 상호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임
    - 자원봉사는 사회구성원 간 협력을 높이고, 사회적 연계망을 형성하며, 

공동규범의 발전과 사회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
할 수 있음(박윤애 외, 2011), 즉 자원봉사를 통해 협력, 신뢰, 유대감이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져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짐

 2) 소셜 이노베이션, 콜렉티브 임팩트, 소셜 임팩트

   □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 사회혁신
    -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개

선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회혁신이 요구됨
    - 혁신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습관적인 행동을 깨뜨리는 것이며,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효과성, 효율성, 임팩트 등 성과개선을 목표로 하는 
운영방식을 의미함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혁신이며(OECD, 2015),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근본적이며 시스템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
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주목함

    - 사회혁신의 추동요인으로는 아이디어와 가치의 교환, 역할과 관계의 이
동, 공공과 자선분야의 지원이 자본과 결합 등이 있음(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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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novation)

   □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집단적 파급력
    -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파트너십에 있어 각자의 존립에 치중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서로의 역량과 가치가 결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통합적, 변혁적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 정부는 민관협력이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기업은 사회공헌 차원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
봉사영역과의 협력이 부족, 시민사회의 시민참여도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집단적 파급력은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접근법으
로 기업, 정부, 비영리단체, 학계 등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인 협
력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특정 목표(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성과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체계를 의미함(Kania & Kramer, 2011)

<표Ⅱ-01> 콜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

공동의 어젠다
(common agenda)

모든 참여자(partner)들이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공
통의 이해를 가지며 사회변화를 위한 합의된 비전,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것

공유된 성과측정
(shared measurement)

데이터 수집과 성과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지속시키는 것

상호 촉진활동
(mutually reinforcing 

activities)

참가자들은 서로의 실행계획을 촉진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
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

지속적 의사소통
(continuous 

communication)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구축, 
목표확인, 동기부여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중추기관의 역할
(backbone organization)

집합적 임팩트의 운영을 위해 모든 참가자들을 주도학고 독
려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의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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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 공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Strive Together” 

Ÿ 재단(기업, 개인), 정부 관료, 학교, 지역대표, 8개 대학의 총장들 그리고 교육 쪽 NGO
와 옹호 그룹의 사무총장 등 300명이 넘는 지역 리더들이 참여

Ÿ Strive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부자들이 돈을 더 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신, 집합적 접근(collective approach)으로 각자의 어젠다를 버리고 하나의 목적
을 지향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하는데 집중

Ÿ 집단적 파급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어젠다, 공유된 성과측정, 상호 
촉진활동, 지속적 의사소통, 중추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Ÿ Greater Cincinati에서 초기 5년 동안 유치원 아동의 읽기 역량이 9% 상승하고 고등학
교 졸업률이 11%, 대학교 진학률이 10% 상승, 전체 53개의 측정된 결과(outcome) 중 
40개 지표 개선
Ÿ 신시네티의 Strive는 미국 32개 주에서 거의 만 여 개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

워크(The StriveTogether Cradle to Career Network)로 성장, 820만 명의 학생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음

Ÿ 그 밖에 집단적 접근법을 취한 사례로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UWW), 
버지니아 주 남동쪽의 Elizabeth 강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Elizabeth River Project”, 
메사츄세츠 주의 소머빌(Somerville)의 초등학생 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 “Shape up 
Somerville”, 쵸콜릿 회사 마스(Mars)가 카카오 원산지인 코트디아부르에서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정부, 비영리단체, 경쟁 기업과 협력해 선진농법 전수, 농민 
영양 및 건강보호, 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 실행, 그 결과 코코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3배까지 늘어났고 농가 가구 소득 역시 증가하였음

   □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사회적 영향력
    - 최근 비영리조직들은 주요한 성과와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있음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사업의 실행(inputs, activities, outputs)과 

변화(outcomes, impact)로 구분된 지표를 통해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 
즉 소셜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함. 궁극적인 사회변화를 염두하고 사업
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소셜 임팩트는 어떠한 공익적, 사익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의 삶의 양식
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 이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기준, 가치, 신념 등 
인식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인 변화까지도 포함(Burdge & Vanclay, 1996)

    - 소셜 임팩트는 개인,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투자와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의미(Epstein & Yuthas, 2014), 
기존에 성과(performance)를 표현하던 아웃풋(output, 산출물)이나 아
웃컴(outcome, 결과물)과는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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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 임팩트가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측정, 평가하는 관점
과 의미있는 변화로서의 실천적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김정태 
외, 2014)

   □ 소셜 이노베이션, 콜렉티브 임팩트, 소셜 임팩트의 관계
    - 임팩트는 결과로서의 긍정적 변화, 소셜 이노베이션은 과정으로서의 지

속가능한 변화, 소셜 임팩트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콜렉티브 임팩트는 자원봉사실천에 있어 혁신과 변화
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방법임

<그림Ⅱ-4> 소셜 이노베이션, 콜렉티브 임팩트, 소셜 임팩트

* 김정태(2015), NPO와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와 집합적 임팩트, 서울시NPO지원센터

 3)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의 함의

   □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
    - 자원봉사는 지난 10년 자원봉사의 정체현상을 돌아보며 향후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미래를 모색할 시점
    -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슈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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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실제 삶의 질과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자원봉사활동의 파트너십 강화
    - 단일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등 다른 섹터, 조직들과의 협력과 연대
를 통한 변화 추구 노력이 절실함 

    
   □ 시민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 
    -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 온 힘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실천에서 비롯

된 것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구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 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민문화정착, 정부정책에 있어 민간지원 증대, 중간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공급 및 수요처의 역량 강화, 개별화된 욕구를 반
영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 등이 이루어져
야 선순환 구조가 가능함(주성수, 2016)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실천을 위해 임팩트 투자, 사회혁신기금 등 기금 
확보 방안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4. ‘한국자원봉사의해’ 추진

 1) ‘한국자원봉사의해’ 개요 및 추진목표

   □ ‘한국자원봉사의해’ 개요 
    -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발상과 해법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민간자원봉사계와 정부 및 기업의 거버넌스 실천운동으로
서 2015년 12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한국자원봉사의해’를 선포함

    -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 예정임

   □ 3가지 추진목표 
    - 자원봉사 가치를 통한 사회적 변화와 통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추진

목표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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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증진, 사회문제 해결형 10대 과제 모델 수
립, 민간자원봉사 성장 환경 토대 구축

   □ 추진목표에 따른 사업내용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운동 : 캠페인 확산을 위한 대국민 자원봉사 한

마당 전개, 주관 기관별 참여 캠페인 기획 및 운영을 다룸
    - 10대 어젠다 모델 수립 : 10대 어젠다 시민참여형 모델 발굴 및 보급, 

과제해결형 프로젝트 활성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 민간자원봉사 인프라 강화 : 자원봉사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자원봉사활

동기본법 개정, 제3차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국회 자원봉사포럼 
발족),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자원봉사진흥기금 조성 연구 및 
추진, 한국자원봉사의해 사업비 모금)

 2) 추진배경

   □ 민간자원봉사의 성과와 한계로부터의 성찰
    -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대학사회봉사활동, 기업임직원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한 대상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가 마련되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2005년)으로 전국적으로 246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기관이 설립
되는 등 자원봉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반면 학교와 기업의 봉사제도 확산으로 실적 중심의 봉사가 이루어지
고, 관(官) 주도의 동원성・일회성 자원봉사가 많아지면서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자의 시민성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와의 경쟁 
구도에서 민간자원봉사 조직의 자생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생김

   □ 자원봉사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
    - 자원봉사가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가 문제의식

을 가진 다양한 시민과 기관이 모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파트너
십을 위한 핵심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원봉사계의 목소리가 높아짐

    -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시민참여를 강화하
고, 시민행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행전략으로서 자원봉사의 역
할이 부여됨. 동시에 자원봉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넓히고,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는 점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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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자원봉사의해’와 본 연구와의 연관성 

   □ 우리사회의 해결해야 할 10대 어젠다 선정
    -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회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로의 변화를 

위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
과, SK 사회적기업연구소 신(新)사회문제 분류 체계 등을 활용하고, 최
종적으로 ‘한국자원봉사의해 10대 어젠다’ 정리(2016년 3월 4일)  

    - 다음과 같이 10대 어젠다가 선정됨
      ⓵교육역량 혁신(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만들기), ⓶사회안전 및 범

죄예방(안전한 사회 만들기), ⓷빈곤예방 및 해결(어려운 이웃과 손잡
기), ⓸여가문화(풍요로운 여가문화 만들기), ⓹환경(숨쉬는 지구 만들
기), ⓺마을공동체강화(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 ⓻고령화 사회 극복
(활기찬 노후 만들기), ⓼인권ž다문화ž생명존중(소수자를 배려하고 생명
존중하기), ⓽평화통일(평화통일로 다가가기), ⓾그 외 직접 선정 주제

   □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의 필요
    -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어젠다의 선정이후 10

대 어젠다별로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 문제해
결형 자원봉사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인식함   

    - 이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자원봉사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 개발
과 보급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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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대 어젠다 사례 연구

1. 사례 수집과 선정

 1) 사례 개발의 목적과 대상

   □ 사례 개발의 목적
    - 자원봉사활동이 서비스 위주의 사회복지적 활동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

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과제해결에 초점을 둔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려 함

    -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혁신(social innovation)적 활
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민이 사회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례 적용 범위
    - 한국자원봉사의해 10대 어젠다 중 2016년에는 3개 기획과제 관련 프로

젝트의 주요 사례를 취합 정리: ①교육역량 혁신, ②사회 안전, ③빈곤
예방 및 해결

    - 2017~18년 매년  3~4개의 주요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3년간 10대 어젠
다 전체의 주요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예정

    - 자원봉사의 전통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넘어 ‘콜렉티
브 임펙트’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영역을 탐색

    - 자원봉사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ㆍ협력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자원봉사 사례 모델 수집 대상
    - 한국자원봉사의해 추진위원 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자원봉

사센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민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 최근 3년 내 수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 3대 어젠다 관련 영역의 프로젝트: 중복 내지 통합도 포함

   □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함
    - 자원봉사계에서 이미 주목받는 프로젝트 우선: 최근 3년 내 추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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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 프로젝트로, 대회, 시상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프로젝트
를 수집

    -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로서의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과 변화, 프로젝
트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

    - 현장 확산 가능성: 자원봉사 현장에서 학습이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것  

 2) 사례 개발 절차

    -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범주화 할 수 있는 프레임 및 사례 조사 및  평가 
양식을 개발

    - 기존 자원봉사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어젠
다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실시: 3개 어젠다 총 40개 
사례를 목표로 개발한 조사/평가 양식을 배포하여 수집

    - 3개 어젠다 사례 유형 선정, 이중 10개 주요 사례  선정
Ÿ 현장 실무자 사례 정리, 전문가 평가, 연구진 분석을 기반
Ÿ 수집한 40개 프로젝트 중 다면평가를 통해 [주요 사례] 10개를 선정, 

        심화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

<그림Ⅲ-1> 사례 개발 절차



- 21 -

2. 사례 분석 방법

 1) 사례 분석의 주요 차원 선정

   □ 사례 유형 개발 프레임(frame)
    - 한자해 핵심 관심사로서 ‘문제해결’ 및 ‘사회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봉사 유형을 정립
    - 자원봉사의 핵심을 이루는 차원을 검토: 사회적 영향력, 시민참여, 콜라

보레이션, 확산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요소를 논의
 
   □ 사례 유형 분류 차원
    -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크게 과정과 결과의 두 차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함
Ÿ 과정은 일반적인 Plan, Do, See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이슈설정과
 기획, 실행, 평가로 봄
Ÿ 결과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 창출되는 산출물이나 목표 대비 
 달성치, 영향력을 지칭함

    - 본 연구에서는 과정과 결과의 속성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 유
형을 개발함

    - 과정 지표에서는 위 3단계에서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지녀야 하는 특성
으로서 혁신성, 시민주도성, 협력성의 3가지에 주목함. 이 세 가지 특성
이 사회적 문제의 파악과 정립, 문제해결과 사회적 혁신에 적합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의 과정상의 속성으로 봄

    - 결과 지표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확산성과 사회적 변화 2가지에 주목함. 
확산성의 개념에는 프로젝트가 외부적으로 적용되고 보급가능한지에 중
점을 두었으며, 사회적 변화에는 과정 차원에서 제시된 시민성의 함양, 
협력의 규모와 강도의 변화 등 변화의 요소와 목표 대비 결과의 달성 
등을 포함함

    - 각 세부 특성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조사 양식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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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01> 사례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2) 사례의 세부 유형

   □ 사례 유형의 분류
    - 위의 분류 차원 중 과정과 결과의 각 차원 중 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

는 형태에 따라 기본형(단독형) 및 결합형으로 개념적 구분이 가능함 
    - 기본형은 결과차원 1개와 과정차원 1개가 강하게 결합되는 유형임(예: 

시민주도-확산성 형). 결과적으로 기본형은 총 6개 유형으로 구분됨

분류 영역 개념정의 항목 지표근거

과정
차원

시민
주도성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
가 등 전 과정에 자원봉
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책임을 다하였는
가를 의미함

・자발적 참여 
・의사결정태도
・역할과 책임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2009, 2016)

・ 세 계 자 원 봉 사 협 의 회
(IAVE, 2003) 자원봉사
정신

・이은경・오민아・김태준
(2015) 글로벌 시민성

혁신성
혁신성은 프로젝트가 활
동내용과 방식에 있어 기
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을 
했는가를 의미함 

・새로운 이슈와 대상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식
・새로운 기술 활용

・European Commission 
/ OECD(2015) 사회적 
영향력(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Review

・TEPSIE 사회혁신프레임
워크 모델(EU)(2014)

협력성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
한 인적, 물적자원들이 적
절하게 연계되고 기능하
였는가를 의미함

・파트너의 적합성
・물적자원 활용
・소통
・역량발휘

・이명신 외(2015) 섹터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Tennyson(2011) 섹터 
간 파트너십 툴

결과
차원

사회적
변화

프로젝트 수행 결과 이해
관계자들의 삶의 질이 향
상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
되었는지를 의미함

・사회문제해결 기여 
・삶의 질 및 지역사회 

변화
・법/제도 변화
・지역사회 인식 향상
・참여자 역량 향상

・이란희 외(2013) 자원봉
사 사회적 영향력 지표

・김용득 외(2010) 사회공
헌 성과지표

・UWA 성과관리모델
・Social Value 측정평가모델
・아쇼카 영향력 측정모델

확산성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이
나 이슈로 적용과 보급이 
용이한지를 의미함 

・보급가능성
・적용가능성



- 23 -

<그림Ⅲ-2> 사례 유형의 종류(기본형)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유형 ① 유형 ③ 유형 ⑤

확산성 유형 ② 유형 ④ 유형 ⑥

<표Ⅲ-02> 사례의 6가지 유형 구분

유   형 유형 개념

유형 ①
(시민주도성
-사회변화형)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 사회문제 해결
의 기여 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유형

유형 ②
(시민주도성
-확산성형)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그 
결과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거나 이슈나 대상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형

유형 ③
(협력성

-사회변화형)

프로젝트의 과정 상 주요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파악되고 각자의 역량
이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어,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 사회문제 해결의 기여 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유형

유형 ④
(협력성

-확산성형)

프로젝트의 과정 상 주요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파악되고 각자의 역량
이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어, 그 결과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거나 이슈나 대상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형

유형 ⑤
(혁신성

-사회변화형)

프로젝트가 활동내용과 방식에 있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
어져,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 사회
문제 해결의 기여 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유형

유형 ⑥
(혁신성

-확산성형)

프로젝트가 활동내용과 방식에 있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
어져, 그 결과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거나 이슈나 
대상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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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프로젝트들은 과정-결과 각 1개의 차원으로 단순하게 분류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현장에서는 복합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 당
연하며, 이후의 과정에서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프로젝트들도 다른 차
원에서 강점을 보일 수도 있음

 3) 사례 수집 양식의 개발

   □ 기존의 자원봉사 프로젝트 정리 양식을 검토
    - 각종 시상을 위해 받은 신청서 양식이나 내용: 자원봉사대축제 등
    - 각종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의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양식이나 내용: 

이그나이트,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등

   □ 5대 차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와 설문지를 추가
    - 앞서 정리한 사례 조사 5대 차원을 서술할 수 있는 표를 추가함
    - 5대 차원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7개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조

사 양식에 포함함. 설문지는 중간 값에 응답하는 경향을 배제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조사함

   □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짐
    - 개요: 전반적인 요약
    - 프로젝트 세부 소개: 기획부터 평가까지 세부 내용
    - 프로젝트 평가: 평가의 5대 차원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서술
    - 특히 5대 차원의 성과나 결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차원을 작성하

는 데 도움이 될 가이드를 조사양식 표에 적시하여 배포하였음
    - 실제 조사양식 표는 사례집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25 -

<표Ⅲ-03> 프로젝트 조사 양식 항목 

조사 범주 조사 세부내용

프로젝트
개요

• 영역, 이슈, 단체, 지역, 기간
• 자원봉사자, 수혜자
• 예산, 재원
• 간단 소개(배경, 활동 내용, 주요 성과)
• 관련 문서(첨부)

프로젝트
세부소개

• 활동배경
• 활동내용(사전준비, 구체적인 활동, 결과 및 평가)
• 향후 계획
• 활동 사진(구성상 맨 뒤에 위치함)

프로젝트
과정/결과

(5대 차원 정성적 
조사)

• 시민주도성
• 혁신성
• 협력성
• 사회변화
• 확산성
• 그 외 특이점 및 장점

5대 차원 조사표
(정량조사: 17문항, 

4점 척도)

• 시민주도성(3개)
• 혁신성(3개)
• 협력성(4개)
• 사회변화(5개)
• 확산성(2개)

   □ 위 양식을 통해 조사된 사례들은 사례집에 정리되어 있음 
    - 각 아젠다별 사례들은 다시 각각 세부 3가지로 세부 분류하였음. 분류 기

준은 방법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슈)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

3. 아젠다별 사례 정리 

 1) 교육역량 혁신   

   □ [교육역량 혁신]  사례 현황은 <표Ⅲ-04>와 같음



- 26 -

<표Ⅲ-04> [교육역량 혁신] 사례 현황

세부이슈 프로젝트명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명 수혜대상 기타 사례

번호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초등학생
(10~13세)

밀양시림스타
트

노인 및 행사
참여자

2016
대축제 01

과학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농촌 초등학교 

학생 대상
 로봇 교육 및 
로봇대회 참가 

재능기부

대학생 순천제일대학
교/ (SJC)

사회복지시설
소규모농어촌유
아&초등학교
일반유치원, 초
∙중∙고생

2015
대축제 11

KUSCHOOL
(쿠스쿨) 대학생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지역아동센터 2016
대축제 12

장애아동 
교육지원

장애아동들을 위한 
역량강화 도움주기

청소년 및 
성인 페토 feto 장애학생 2015

대축제 02

다문화가
정 아동 
교육지원

CCAP(Cross 
Culture Awareness 

Project)
대학생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 구희몽

지역아동센터 
내 다문화 가정 
아동

2016 
희망씨앗
대학생봉
사단 4기

13

Dream 봉다리 
프로젝트 대학생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 봉다리

가족지원센터 
다 문 화 가 정 
아동

2016 
희망씨앗
대학생봉
사단 4기

14

We're the one 대학생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 하모니

지역아동센터 
내 다문화 가
정 아동

2016 
희망씨앗
대학생봉
사단 4기

15

교육환경
개선

시골 작은 학교의 
행복한 꿈

아동부터 
성인

(개인 및 
단체)

경남자원봉사
센터

학교를 중심
으로 한 학생
가족 및 마을 
주민 전체

이그나이
트 16

시대이슈
에 따른 
특화교육 
개발 및 

지원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자치구자원봉
사센터 
소모임

(청소년)

서울시자원봉
사센터 일반 청소년층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03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평균 
50명-60명 
교육 수료

각당복지재단
죽 음 교 육 이 
필요한 곳이
면 어디든지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04

재능을 찾아! 
재능을 키워! 

재능을 나누어요
초등학생 및 

교사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아동,장애인,
노인,다문화가
정

2015
대축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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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안전 

   □ [사회안전] 사례 현황은 <표Ⅲ-05>와 같음

<표Ⅲ-05> [사회안전] 사례 현황

세부이슈 프로젝트명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명 수혜대상 기타 사례

번호

범죄예방 
안전환경 

조성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자원봉사단,기
업, 주민센터 

등
대구광역시동구
자원봉사센터

기초생활수급자
홀로어르신 등

자원봉사센
터 우수프
로그램

05

대학생 치안봉사대 대학생
한국수출입은
행/프로듀스

대전
20대 여성

2016 희망
씨앗대학생
봉사단 4기

18

대학생 화랑순찰대의 
지역안전지킴이 활동  대학생

부산시사상구
자원봉사센터
/화랑순찰대

지역주민

제23회 전
국자원봉사
대축제 자원
봉사 프로그
램경진대회

19

범죄예방디자인(CPT
ED) 기반 테마공원 

조성하기
기업 임직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지역주민
‘ 한 국 자 원
봉 사 의 해 ’ 
공동 추진
기관 추천

20

안전한 마을만들기
[항상 아름다운 

중리2구]
주부

부산광역시 
강서구자원봉

사센터
마을주민

자원봉사센
터 우수프
로그램

21

희망, 사랑, 꿈을 싣는 
우범지역 벽화이야기  청소년~ 성인 의정부시자원

봉사센터 시민 경기도프로
젝트 22

실버 방범순찰 활동 
65세이상 
경로당 

노인회원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청소년 및 
지역주민

제22회 전
국자원봉사
대축제 자원
봉사 프로그
램경진대회

23

폭력예방 
및 

갈등해소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성인

(30~40대)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
불특정 
다수의 

학대아동

제23회 전
국자원봉사
대축제 특
별포럼

06

안전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관심 

많은 
보호관찰위원 

및 상담가

범죄정보
연구소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교도소 
수형자 가족,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

제9회 전
국자원봉사
컨퍼런스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24

갈등 중재 프로그램 
및 회복적 생활교육

성인
(30세~60세)

양주시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초중고등학생

제9회 전
국자원봉사
컨퍼런스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25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교사,학부모,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한국평화교육

훈련원
부천시 학교 
및 지역사회

제9회 전
국자원봉사
컨퍼런스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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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이슈 프로젝트명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명 수혜대상 기타 사례

번호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대학생

한국수출입은
행/서울사는

희봉이 

서울군자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2016 
희망씨앗대
학생봉사단 

4기
07

기아자동차가 실천하는 
“Challenger Week” 

기업임직원, 
주민 기아자동차 지역주민 및 

아동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27

생명안전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교육센터

”운영
전문봉사자 오산시자원봉

사센터
청소년, 

일반시민
경기도

프로젝트 28

함께하는 행복 
건강교실♥생명사랑

성인
(20대~50대)

포천시종합자
원봉사센터 60대 이상 경기도

프로젝트 29

 3) 빈곤예방 및 해결 

   □ [빈곤예방 및 해결] 사례 현황은 <표Ⅲ-06>과 같음

<표Ⅲ-06> 빈곤예방 및 해결 분야 사례 현황

세부이슈 프로젝트명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명 수혜대상 기타 사례

번호

주거환경
개선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가족

김제시자원봉
사종합센터/
다채움가족봉

사단

저소득 
독거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제22회 전
국자원봉사
대축제 자원
봉사 프로그
램경진대회

08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이웃愛발견”
성인

(40~60대)
광명시지역사
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가정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30

두 손으로 만드는 꿈
기업임직원, 

고등∙대학생, 
가족

한국해비타트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31

「사나희행」 
철도아저씨들의 작은 

실천 이야기
기업 임직원

한국철도공사
/대전건축봉

사회
저소득층 

가정
2016

대축제 32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기관, 기업, 
군인, 성인

화천군자원봉
사센터

저소득층, 
장애가구, 

다문화∙한부
모∙조손가정

2015
대축제 33

동구일대 환경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대학생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2L 지역주민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34



- 29 -

세부이슈 프로젝트명 자원봉사자 기관
/단체명 수혜대상 기타 사례

번호

식사 및 
영양지원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초∙중∙고∙
대학생, 성인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2015대축
제 09

사랑의 손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성인 여성

제주도 
설문대여성문

화센터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2015대축
제 35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 청소년, 성인 한국교회

봉사단
영유아 및 
5세 미만 
어린이

‘한국자원
봉사의해’ 

공동 
추진기관 

추천

36

어르신 
돌봄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성인 희망나눔

[동행]
무연고자 
독거노인

2015대축
제 10

세(대통합을 
향한)바퀴 대학생 한국수출입은

행/우마이봉 노인, 청소년
2016 

희망씨앗
대학생봉
사단 4기

37

청소년의 의료 낙후 
지역을 위한 의료

(예방의학, 응급의학) 
봉사

고등학생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이

원상
의료소외계층

한국청소
년활동진

흥원
38

장애인 
지원

천사와 함께! 미용기술 
봉사자

무등이용
봉사회 장애인 2015대축

제 39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머닛메이드’

대학생 건국대학교 
Good us 중증장애인 2016대축

제 40

4. 사례 분석 결과 

 1) 조사 사례 일반적 특성

   □ 한국자원봉사의해 10대 어젠다 중 교육역량 혁신, 사회안전, 빈곤예방 
및 해결 등 3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조사

    - 기존의 자원봉사대축제 우수사례(2014, 2015년), 이그나이트,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등 경진대회 프로젝트,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한국자원봉사
의해 참여기관 추진 프로젝트, 한국자원봉사의해 추진위원단체 사례 등
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함  

   □ 조사기간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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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뒤 유선으로 한자해 사업과 
조사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가 기입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60개 이상의 단체들과 접촉하여 사례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마감시점
까지 34부 회수되었고 추후 6부가 더 조사됨. 설문분석에는 34부만 사
용하였고, 회수된 34부는 불충분하거나 무성의한 응답이 없어 spss 통
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모두 사용함  

 
   □ 조사된 34개 사례들의 일반적 특성
    - 이슈는 교육역량 혁신 11개(32.4%), 사회안전 13개(38.2%), 빈곤예방 

및 해결 10개(29.4%)로 조사됨
    - 이 중 주요 사례 분석으로 선정된 것은 10개임

<표Ⅲ-07> 어젠다, 사례 분석

구분 빈도(N) 비율(%)

이슈

교육역량 혁신 11 32.4

사회안전 13 38.2

빈곤예방 및 해결 10 29.4

사례
주요 사례 10 29.4

사례 24 70.6

합계 34 100.0

   □ 활동지역, 활동참여, 참가단위
    -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지역은 대도시(전국단위 포함) 16곳(47.1%), 중소

도시 15곳(44.1%), 농촌지역 3곳(8.8%)으로 나타남
    -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지속적인 경우가 29개(85.3%), 일

회성인 경우가 5개(14.7%)로 상당수가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음
    -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단위는 10인 이하가 9개(26.5%), 10인-50인 이하

가 14개(41.2%), 50인 이상이 11개(32.4%)로 나타나, 10인-50인 이하
로 참가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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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08> 활동지역, 활동참여, 참가단위

구분 빈도(N) 비율(%)

활동지역

대도시(전국단위 포함) 16 47.1

중소도시 15 44.1

농촌지역 3 8.8

활동참여
일회성 5 14.7

지속성 29 85.3

참가단위

10인이하 9 26.5

10인-50인이하 14 41.2

50인이상 11 32.4

합계 34 100.0

   □ 활동기간, 자원봉사자 수, 수혜자수, 예산
    - 34개 사례들의 프로젝트 활동기간(N=34)은 약 4.3년(51.88개월)으로 나타남  
    - 참여한 자원봉사자수(N=28)는 평균 연 1,208명(전체누적 33,828명), 수

혜자수(N=22)는 평균 연 21,066명(전체누적 463,442명)임
    - 사업예산(N=29)은 평균 연 33,736,253원(전체누적 978,351,324)으로 조사됨

   □ 자원봉사자, 수혜자 구분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원

봉사자들은 성인 17(50.0%), 대학생 14(41.2%), 청소년 8(23.5%), 직장
인 8(23.5%), 가족 4(11.8%) 순으로 일반성인들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들도 다중 응답 결과 아동과 지역사회가 각각 18(52.9%), 청소년 
12(35.3%), 노인 11(18.6%) 순으로 나타나, 아동과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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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09> 자원봉사자 구분

구분
응답된 변수값 기준 응답된 사례수 

기준빈도(N) 비율(%)
청소년 8 15.7% 23.5%
대학생 14 27.5% 41.2%
직장인 8 15.7% 23.5%
가족 4 7.8% 11.8%
성인 17 33.3% 50.0%
합계 51 100.0% 150.0%

* 34명이 51개에 응답하여 150.0%의 응답률 즉, 1인당 1.5개의 응답을 한 것임

   □ 자원봉사자, 수혜대상 구분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원

봉사자들은 성인 17(50.0%), 대학생 14(41.2%), 청소년8(23.5%), 직장
인8(23.5%)

 
 

<표Ⅲ-10> 수혜대상 구분

구분
응답된 변수값 기준 응답된 사례수 

기준빈도(N) 비율(%)
아동 18 30.5% 52.9%

청소년2 12 20.3% 35.3%
노인 11 18.6% 32.4%

지역사회 18 30.5% 52.9%
합계 59 100.0% 173.5%

* 34명이 59개에 응답하여 173.5%의 응답률 즉, 1인당 1.7개의 응답을 한 것임

   □ 어젠다별 지역 및 참가단위 구분
    - 3대 어젠다별로 지역구분을 교차분석한 결과, 교육은 중소도시에서 안

전은 대도시(전국)에서, 빈곤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어젠다별 참가단위 교차분석 결과, 교육은 50인 이상 대규모 참가단위가 

가장 적고, 안전과 빈곤은 10인 이하 소규모 참가단위가 가장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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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1> 어젠다별 지역 및 참가단위 구분

구분
이슈

합계교육 안전 빈곤

지역

대도시(전국) 3 8 5 16

중소도시 6 5 4 15

농촌지역 2 0 1 3

합계 11 13 10 34

참가단위

10인이하 5 2 2 9

10인-50인이하 4 6 4 14

50인이상 2 5 4 11

합계 11 13 10 34

   □ 참가단위별 활동참여 구분
    - 참가단위별로 활동참여 특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 50인 이상 대규모로 

참가하는 경우 일회적인 프로젝트들이 많고, 10인-50인 이하 규모의 경
우 지속적인 사업들이 높게 나타남

<표Ⅲ-12> 참가단위별 활동참여 구분

   □ 자원봉사자별로 수혜 대상 구분
    - 자원봉사자별로 수혜 대상을 교차 분석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 대학

생, 직장인, 가족은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 성
인들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인
들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모든 대상에게 봉
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참가단위

합계10인 이하 10인-50인
이하 50인 이상

활동참여
일회성 0 0 5 5
지속성 9 14 6 29

합계 9 14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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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3> 자원봉사자별 수혜대상 구분

구분
자원봉사자(N=51)

합계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가족 성인

수혜자
(N=59)

아동 6 9 5 4 7 18

청소년 3 1 1 0 8 12

노인 3 2 3 1 8 11

지역사회 4 5 5 1 11 18

합계 8 14 8 4 17 34

 2) 5가지 차원의 정의와 측정

   □ 5가지 차원의 조작적 정의
    - 시민주도성은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였는가를 의미함
    - 혁신성은 프로젝트가 활동내용과 방식에 있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을 했는가를 의미함 
    - 협력성은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들이 적절하게 연계

되고 기능하였는가를 의미함
    - 사회변화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

회환경이 변화되었는지를 의미함
    - 확산성은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이나 이슈로 적용과 보급이 용이한지를 

의미함 

   □ 5가지 차원의 측정
    - 시민주도성은 자발적 참여, 의사결정태도, 역할과 책임 등 3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
    - 혁신성은 새로운 이슈와 대상,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식, 새로운 기술 활

용 등 3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
    - 협력성은 적합한 파트너, 물적 자원, 소통, 역량발휘 등 4문항을 4점 척

도로 측정
    - 사회변화는 사회문제해결 기여, 삶의 질 변화, 제도적 영향력, 지역사회 

인식 향상, 참여자 역량 향상 등 5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
    - 확산성은 보급가능성, 적용가능성 등 2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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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가지 차원의 신뢰성과 타당성

   □ 사례조사에 포함된 5가지 차원인 시민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변화, 
확산성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상
관관계 분석 실시

    -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 Alpha(α)값이 시민주도성(.541), 혁신성
(.740), 협력성(.808), 사회변화(.715), 확산성(.708)으로 나타남. 
Cronbach Alpha(α)는 0.7이상이면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Nunnally, 1978), 시민주도성이 다소 낮고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

    -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5가지 차원들의 상관관계가 높
지 않아 구성개념 간 서로 독립적이고 구성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표Ⅲ-14>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시민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변화 확산성

시민성 3.63 .40 1

혁신성 3.07 .62 .348(*) 1

협력성 3.46 .51 .278 .290 1

사회변화 3.29 .42 .345(*) .576(**) .474(**) 1

확산성 3.68 .44 .298 .266 .070 .028 1

주)N=34; *p<0.05, **p<0.01 (two-tailed).

 4) 전체 사례 정량분석 결과

   □ 전체 사례의 유형
    - 34개 사례들은 과정지표인 시민주도성, 혁신성, 협력성에 있어 평균점

수가 각각 3.63, 3.07, 3.46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지표인 사회변화와 확
산성은 각각 3.29, 3.68로 나타남

    - 전체 사례는 시민주도성과 확산성이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혁신
성과 사회변화 요소가 다소 낮게 나타남

    - 한국사회의 자원봉사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취약하게 나타난 혁신성과 사회변화를 강화시켜가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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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전체 사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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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대 어젠다 사례 분석 

1. 주요 사례 선정과 분석

 1) 주요 사례 선정

   □  주요 사례의 POOL과 선정 기준
    - 주목할 만한 주요 사례 10개는 각 어젠다의 수집된 우수 사례 40개중

에서 선정함
    - 후보 등의 선정 기준은 5대 차원의 실무자, 전문가 평가를 기준으로 연

구진의 최종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특히 프로젝트의 과정 차원 3가지
(시민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중 가장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는 차원 1
개와 결과 차원 2가지(사회변화, 확산성) 중 두드러진 강점을 보인 차원 
1개를 결합하여 유형별로 선정함

   □ 주요 사례의 선정 기준과 과정
    - 이들 중에서 실무자가 평가한 5대 차원의 정성적 평가(서술)와 정량적 

평가(설문지 응답)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 양식상의 프로젝트 세부 소개 
등을 참고하여 주요 사례 후보군을 연구진이 복수로 선정함

    -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그 과정 중에 실
무자에게 필요시 추가 심층면담을 유선으로 실시함

    - 이 과정을 통해 교육역량 혁신 4개, 사회안전 3개, 빈곤예방 및 해결 3
개를 분석할 주요 사례로 최종 선정함

<그림Ⅳ-1> 주요 사례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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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례 분석과 정리

   □ 분석 정리의 내용
    - 심층 분석할 주요 사례는 일반 우수 사례들과 달리 5가지 차원의 특성

과 프로젝트의 세부 활동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시사점과 적용 방안
을 정리함

    - 세부적인 분석과 시사점, 적용 방안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Ⅳ-01> 주요 사례 분석 내용

   □ 분석 내용의 사례집 반영
    - 주요 사례를 분석, 정리한 내용은 사례집도 포함하였음 
 
2. 주요 사례의 특징

 1) 주요 사례의 세부 이슈와 특징

   □ 3개 어젠다에서 선정한 10개의 주요 사례 분석들의 세부이슈와 특징은 
<표Ⅳ-02>와 같음 

구  분 세부 내용

프로젝트 개요

Ÿ 프로젝트 명
Ÿ 세부 이슈
Ÿ 지역 및 단체
Ÿ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종류
Ÿ 주요 활동/방법(3~4 가지)
Ÿ 결과/성과(3개 내외)

프로젝트 특성

Ÿ 사례 유형: 6개 유형 중 하나(과정 3개 중 1개 차원 × 결과 2개 차
원 중 1개), 해당 유형으로 선정한 사유

Ÿ 유형 구성 차원에 대한 설명
Ÿ 5대 차원의 실무자 점수 및 전문가 점수, 특징과 함의(평가)

적용 가이드
Ÿ 프로젝트 확산: 이슈, 자원봉사자, 대상자, 지역 등의 확산 가이드
Ÿ 제언: 5대 차원 별로 향후에 고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해

당 차원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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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02> 10개의 주요 사례 세부 이슈와 특징

  

 2) 주요 사례의 정량・정성분석 결과

   □ 주요 사례 10개의 5차원 정량분석 실무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음

 

어젠다 N 프로젝트명 세부 이슈 특징

교육
역량 
혁신

1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저소득층/위기 가정 아동이 마술을 
배워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하여 
자부심을 제고함

2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장애아동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깨어남을 위해 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봉사를 추진

3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시대이슈에 
따른 특화교육 
개발 및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함

4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시대이슈에 
따른 특화교육 
개발 및 지원

실버봉사단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노령층 대상으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사회
안전

1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범죄예방 
안전환경 조성

대구 우범지역 벽화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점검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듦

2
아동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폭력예방 및 
갈등해소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범죄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제출, 시위 등 
진행

3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교통안전 어린이에게 다양한 교통안전을 

주제로 체험활동식 교육 실시

빈곤
예방 
및 

해결

1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DIY가구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제공

2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식사 및 
영양지원

독거어르신 및 불우이웃에게 월 1회 
중식 제공 및 집수리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어르신 돌봄

무연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말벗지원 등 돌봄활동과 무료 
장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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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03> 5대 차원 점수(실무자 평가)

분류 과정 결과

영역 시민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

변화 확산성

문항 수(4점척도) 3 3 4 5 2

교육
역량 
혁신

1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3 3.33 3.25 2.8 4
2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3.33 3.33 4 3.6 4
3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4 3.0 3.5 3 4
4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4 3.67 4 4 4

사회
안전

1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4 2.67 4 3.4 4

2 아동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4 3.33 2.25 3.4 4

3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4 3.33 3.75 2.8 4

빈곤
예방 

및 해결

1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4 3.33 3.5 3 4

2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4 3 4 3.6 4

3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3.67 2.67 3.25 3.4 2.5

<표Ⅳ-04> 5대 차원 점수(전문가 평가)

분류 과정 결과

영역 시민
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

변화 확산성

문항 수(4점척도) 3 3 4 5 2
교육
역량 
혁신

1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2.6 3.1 3 3 3
2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3 2.74 3 3 3
3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3.33 3 3.25 2.9 3.5
4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3 2.4 3 3 3.11

사회
안전

1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3.6 3 3 3 3.5

2 아동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3.5 2.8 2.3 3.1 3.5

3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3.2 2.5 3.9 2.7 3.1

빈곤
예방 

및 해결

1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3.6 2.74 3.6 3 3.8

2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3.4 2.74 3.2 3 3.1

3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3.6 2 3.6 3.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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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사례 10개의 정성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Ⅳ-05> 주요 사례 실무자 및 전문가 평가

어젠다 N 프로젝트명 실무자 평가 전문가 평가

교육
역량 
혁신

1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마술이라는 기제를 사용하
여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도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제고함

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을 주체로 세운 면에서 혁신
성, 사회변화, 확산성이 높다
고 봄. 노인을 이해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 

2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장애아동의 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양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대상
과 기관, 사회적 자원을 활
용함

자원봉사 참여자와 대상의 구
분이 없는 점에서 훌륭함. 주
도성, 혁신성, 사회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 클 듯함

3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침체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개발함

기존의 제도화된 청소년 봉사
의 한계를 스스로 넘고자 하
는 시도가 좋음. 봉사촉진자로
서 교사, 멘토, 학부모의 참여
가 더 필요함

4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죽음이라는 소재를 당사자 
위주로 전면에 부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죽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봉
사로 연결한 시도가 좋고 시
민교육성도 있음. 웰리빙과 연
결하면 더 좋을 듯함

사회
안전

1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 기
업, 지자체 등과 태양광 가
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범죄 예방에 기여

우범지역의 안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활
동, 다양한 기관들의 결합이 
돋보임

2

아동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법률제정 및 개정, 사회적 
인식전환에 주도적 역할

전국단위의 사회인식 개선에 
상당한 효과적이나 인터넷 기
반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취약점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와의 협업으로 보완하는 파트
너십 구축이 필요

3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안전규칙을 습득
하는데 도움이 됨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규칙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하였으나,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콘텐츠로 확대하는 기회
가 되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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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N 프로젝트명 실무자 평가 전문가 평가

빈곤
예방 
및 

해결

1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정부지원이 안되나  실생
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밥상, 책걸상 등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임 

DIY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좋
아하는 활동임. 수혜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구를 
리폼해서 제공하면 정서적으
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을 것
임. 또한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등 환경측면도 고려한 활동을 
제안함

2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무료식사에 오는 어르신들
에게 배부하던 티켓을 없
애 낙인감을 줄임. 보통 무
료식사 장소에서는 배식당
일 1인 1식만 하는 관례가 
있으나 본 프로그램의 경
우 배식 시작 시간에 식사
를 한 어르신에게 끝날 시
간에 재배식이 가능하여 
동일한 날 두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
게 운영함.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그룹의 활동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성을 높임

월1회 중식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거나 독
거노인 식사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는 없음. 또한 이
런 서비스 제공을 오랜 기간 
해 온 봉사단체는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개방성을 갖는 
것이 혁신의 관건임. 사적�정
서적 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
력에 있어 물적지원체계 및 
참여자의 소통방식 등을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보여짐

3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 및 상담 등 돌봄을 
진행하고, 사망 시 임종과 
장례를 도와 실제 고독사 
문제를 예방함  

고독사는 최근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임. 
사후보다는 고독사 예방을 위
한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확
대 및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
망을 구축하는 노력 필요. 장
례학과나 종교기관관의 연계
도 고려하길 바람

3) 주요 사례 10개 유형

   □ 주요 사례 10개 유형 구분
    - 시민주도성-사회변화 유형으로는 (안전2)_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빈곤3)_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
소통, 협력성-사회변화 유형으로는 (교육2)_장애아동들을 위한 역량강화 
도움주기, (안전1)_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혁신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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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유형으로는 (교육4)_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이 해당됨
    - 시민주도성-확산성 유형으로는 (교육3)_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빈

곤1)_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협력성-확산성 유형으로는 (빈
곤2)_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혁신성-확산성 유형으로는 (교육1)_미르 드
림아이 마술단, (안전3)_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이 해당됨

<표Ⅳ-06> 어젠다별 유형 구분

어젠다 N 프로젝트명 세부이슈 차원별 분석 유형

교육
역량 
혁신

1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혁신성-확산성

2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장애아동
교육지원 협력성-사회변화

3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시대이슈에 따른 
특화교육 개발 및 

지원
시민주도성-확산성

4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시대이슈에 따른 
특화교육 개발 및 

지원
혁신성-사회변화

사회
안전

1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범죄예방 안전환경 
조성 협력성-사회변화

2 아동학대예방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폭력예방 및 
갈등해소 시민주도성-사회변화

3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교통안전 혁신성-확산성

빈곤
예방 

및 해결

1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주거환경개선 시민주도성-확산성

2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식사 및 영양지원 협력성-확산성

3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어르신 돌봄 시민주도성-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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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07> 주요 사례의 유형 구분

과정

구분 시민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Ÿ (안전2)_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Ÿ (빈곤3)_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Ÿ (교육2)_장애아
동들을 위한 
역량강화 
도움주기

Ÿ (안전1)_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Ÿ (교육4)_죽음준
비교육 지도자 
과정

확산성

Ÿ (교육3)_청소년 
봉사학습 
모형개발

Ÿ (빈곤1)_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Ÿ (빈곤2)_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Ÿ (교육1)_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Ÿ (안전3)_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
가 책임진다.

3. 주요 사례 분석결과 

 1) 교육1_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미르 드림아이 마술단
   □ 세부 이슈 :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및 자신감 

향상을 통한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노인 요양시설 및 장애
시설을 방문하여 공연 봉사활동) 

   □ 지역 및 단체: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 드림스타트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1~13세 아동 자원봉사자, 노인 및 일반시민 
   □ 주요 활동/방법
    - 2016. 8.23, 롱라이프그린케어(노인 주간보호센터) 마술공연
    - 2016. 6.18,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어울림’에서 공연
    - 2016. 5.31, 밀양시립요양원 공연
    - 2016. 2.16, 삼문노인정 마술공연
    - 2015. 11.3, 세화요양원 마술공연(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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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4월, 마술단 구성
   □ 결과/성과
    - 마술공연을 요청해 오는 기관이 생김 
    - 아동들은 마술 외의 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
    - 노인정 공연시 ‘손주같다’며 용돈까지 
    - 수상과 아울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혁신성-확산성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마술공연’을 자원봉사의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나, 자원봉사자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장애인 가장의 아동을 선택한 점도 혁신성에서 차별
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의 확산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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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08> 교육1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3 2.6

Ÿ 봉사 아동의 모집과 참여, 마술훈련에 어려움이 있고, 
아동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점이 있음

Ÿ 마술을 아동이 선택한 점은 주도성 제공에 긍정적임

혁신성
(3) 3.3 3.1

Ÿ 일반적으로 수혜자로 인식할 수 있는 아동을 
자원봉사자로 활동케 함

Ÿ 지역(밀양) 최초로 마술봉사단 구성하여 활동 
Ÿ 이슈에 대상의 새로움, 문제해결 방식에서의 참신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협력성

(4) 3.25 3 Ÿ 교육자로서 전문마술사나 그룹과의 연계에 어려움. 
봉사처를 교사들이 직접 섭외 

사회변화
(5) 2.8 3

Ÿ 다문화, 조손 가정 등이 아동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존감 함양 

Ÿ 세대 간의 교류에도 긍정적임

확산성
(2) 4 3

Ÿ 봉사 대상인 노인은 물론 자원봉사자 아동도 어느 
지역에서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Ÿ 마술은 종류에 따라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으면서도 호기심과 신기함을 유발하는 기제

Ÿ 단순이 마술이 아닌 안마, 담소, 빨래 등의 봉사/청소 
등의 봉사와 결합이 가능 (현재도 수행 중)

 

   □ 혁신성 
    - 일반적으로 수혜자로 인식할 수 있는 아동을 자원봉사자로 활동케 함
    - 지역(밀양) 최초로 마술봉사단 구성하여 활동. 마술을 배워 공연한다는 

것이 참신한 소재가 됨 
    - 이슈에 대상의 새로움, 문제해결 방식에서의 참신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봉사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여, 자원봉사자와 수혜

자를 구분하려는 전통적 관점을 지양하고, 실제로도 실현 가능함을 혁
신적으로 증명함

   □ 확산성 
    - 봉사 대상인 노인은 물론 자원봉사자 아동도 어느 지역에서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마술은 종류에 따라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으면서도 호기심과 신기

함을 유발하는 기제
    - 단순이 이 봉사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변형으로 확

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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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취약계층의 아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슈나 영역의 확장은 제한이 있

을 것임. 따라서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변화에 초점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봉사로서 취약계층의 아동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이나 가족, 기업봉사단 
등에서도 가능하며, 지역의 의지에 따라서는 전문봉사단을 구성하는 것
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검토 가능
    -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 시설이 아닌 병원, 군부대, 소방서 등으로 공연 

대상을 확대 가능
    - 단순히 마술이 아닌 안마, 담소, 빨래 등의 봉사/ 책읽어주기 봉사와 결

합이 가능. 아동이 마술을 배워서 공연하는 것을 넘어 노인 분들께 가
르치는 등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제언
    - 시민주도성 : 초기 봉사 아동의 모집과 참여, 마술훈련에 어려움이 있고 

아동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시간이 가고 실제 봉사의 즐거움으
로 해결 가능할 것임. 아이들이 마술을 선정한 것처럼 마술 외의 기능
을 추가, 고난이도 마술을 습득하는 등 아동의 주도성을 더 부여할 수 
있음 

    - 혁신성 : 봉사 지역이나 대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 아프리카 지역
의 아동과의 교류, 다문화가정 부모 고국과의 교류 등

    - 협력성 : 교육자로서 전문마술사나 그룹과의 연계를 강화(전문마술 공연
에 아동 초청, 마술봉사단 마술경연대회 등), 지역자원봉사센터나, 노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더 필요함

    - 사회변화: 봉사참여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통합 등을 더 정교하게 파악
하고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
과 학교에서의 적응과 통합 등을 사회변화의 한 요소로 삼는 교육적 성
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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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2_ 장애아동 역량강화 도움주기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장애아동을 위한 역량강화 도움주기
   □ 세부 이슈 :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 특히 자폐학생이 자기만의 

틀을 깨고 부화하는 것을 도움
   □ 지역과 기관/단체명: 세종자치시, 봉사단 페토(feto)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대학생, 장애청소년 및 일반 시민
   □ 주요 활동/방법
    - 장애학생 대상 체육 및 예체능 활동
    - 장애학생 사회적응 훈련
    - 장애학생 환경정화 활동 
    - 매주, 분기, 연단위의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
   □ 결과/성과
    - 장애아동의 자신감 증진: 밴드 참여 등
    - 자애학생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소속감 제고: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 자원봉사자의 가족도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의 의미를 제고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협력성-사회변화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
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둠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성과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형태임. 따라서 교육 분야의 협력
성-사회적 변화 유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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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성 
    - 음악프로그램과 스포츠스태킹 전문 강사들이 프로보노로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 재정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재원 안내
    - 평생교육원을 통한 동아리 활동과의 연계
    -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장소 대여
    - 자원봉사자 부모의 음악회 참여와 봉사지원 등
    - 전문성, 재정, 시설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적, 인적 연계와 협력이 가

치를 발휘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변화 
    - 자원봉사자는 물론 부모까지 참여하는 등 봉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 확대
    - 장애인의 단순한 활동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력 제고, 학습지원, 사

회적 활동(환경정화, 봉사활동)에의 참여로 자존감 및 독립성 등을 제고
    - 많은 주체가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협력하여(높은 협력성) 사회적 변

화의 가능성도 높아짐

<표Ⅳ-09> 교육2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3.33 3 Ÿ 봉사동기의 자발성은 긍정적

Ÿ 자기 재능을 자발적으로 봉사에 활용

혁신성
(3) 3.33 2.74 Ÿ 전통적인 봉사 방법을 사용

Ÿ 장애아동 대상 교육과 놀이 지원 등 일반적 수준

협력성
(4) 4 3

Ÿ 관련 기관의 협조: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원, 
지역자원봉사센터 등이 역할을 수행

Ÿ 음악, 스포츠 등에서 전문 재능기부로 참여
Ÿ 자원봉사자 부모 및 지역주민까지 참여하고 도움을 줌 

사회변화
(5) 3.6 3

Ÿ 협력한 다양한 주체들이 장애 아동에 관심
Ÿ 자원봉사자 부모의 참여가 두드러짐
Ÿ 장애아동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도록 지원

확산성
(2) 4 3

Ÿ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
Ÿ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한 여건의 

지역으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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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영역 확산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임.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거나 초

점을 변경하는 정도. 장애아동이 당당하게 서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의 확대: 일반 대학생과 중고생 모두에게 확대할 수 있으며, 

초증고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수혜자/지리적 확대: 장애아동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적용 

가능함, 특히 전문가의 재능기부가 가능한 지역, 프로그램의 특성 상 다
문화아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방법의 변경이나 결합: 종합적 접근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잘 살려가는 
것을 권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대화법 
등을 강화. 너무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강점이 있을 프로그램으로 집중
하는 것도 검토

   □ 제언
    - 시민주도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수요를 미리 확인

하고 준비하는 데에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역량이나 재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협력성: 전술한 대로 물적, 인적 협력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에 형성된 협력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
치 필요

    - 유사한 대상과 자원봉사자의 확보, 협력이 가능하다면 확산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

    - 사회변화: 자원봉사자와 그 관계자의 변화, 봉사 대상인 장애아동의 변
화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목표와 평가. 협력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감사 
조치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면 사회 변화 여부
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듯함. 또한, 장애인의 잠재력 발견, 할 수 있
는 일의 발견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생생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교육3_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1)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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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명 :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개발
   □ 세부 이슈 : 청소년 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청

소년 스스로의 모형 개발
   □ 지역 및 단체 : 서울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자원봉사 청소년
   □ 주요 활동/방법
    -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모형 사례 발굴 회의
    - 봉사학습 관련 토론회 3회
    - 자치구별 소모임 진행(자원봉사 기획과 실행 관련 4회)   
   □ 결과/성과
    - 자원봉사로 청소년이 성장하는 원리와 요소 발견 정리
    - 청소년 스스로의 기획-실행-평가를 거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의 

의미와 시민의식 제고
    - 청소년 자원봉사자나 봉사단의 모집 운용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
    - 봉사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학습의 기회 경험(관계 맺기, 협업의 기

술, 문제해결, 자존감 향상 등)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시민주도성-확산성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개발’은 자원봉사자의 주도
와 참여가  두드러지며, 타 지역에도 확산이 가능한 시민주도성-확산성
형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시민주도성 
    - 인증과 시간 채우기로 인식되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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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전
    - 청소년 소모임 위주로 자원봉사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진행
    - 자원봉사 현장이나 대상(예: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봉사를 기획

   □ 확산성 
    - 청소년 자원봉사가 반(semi)의무인 상황에서 이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

하고 현장에서 구현하라면 전국단위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자치구봉사센터에서 주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소년봉사단, 학교봉사단 

등에서도 도입할 수 있음 

<표Ⅳ-10> 교육3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33

Ÿ 인증과 시간 채우기로 인식되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도전

Ÿ 청소년 소모임 위주로 자원봉사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진행

Ÿ 자원봉사 현장이나 대상(예: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봉사를 기획

혁신성
(3) 3 3

Ÿ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도(자체 소모임, 토론회, 
등)를 접목

Ÿ 그 외의 혁신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음

협력성
(4) 3.5 3.25

Ÿ 시센터가 주도하고, 자치구센터에서 참여하는 거 외
에는 아직 협력성이 드러나지 않음

Ÿ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에도 시센터가 지원하여 물
적(예산 등) 어려움 등은 없이 진행됨

사회변화
(5) 3 2.9

Ÿ 아직 봉사프로젝트로서 시험단계를 벗어나고 있어 사
회적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움

Ÿ 다만 참가 청소년의 자원봉사 이해도 등은 높아졌다 
할 수 있음

확산성
(2) 4 3.5

Ÿ 서울의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산의 가능성이 높음
Ÿ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지역자원봉사센터

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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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본 프로젝트의 이슈(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그 학습)는 전국적인 

과제이므로 이의 해결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의 확대 : 청소년에 한정하여, 전국단위로 확대. 
    - 수혜자/지리적 확대 : 수혜자 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므로 전국 단위

로 확대 가능
    - 방법의 변경이나 결합 :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

고 배움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기획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이 
방법을 통해 개발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해하고 평가해 보는 테스트
가 필요함 

   □ 제언
    - 혁신성 : 청소년의 강점인 IT 등의 new media 기술을 접목해 보거나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기술이나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혁신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

    - 협력성 : 현재로는 시센터 및 자치구센터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필
요한 수혜자 발굴과 봉사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까지 연계
하는 방법을 검토,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해 학부모, 교사, 멘토 등이 같
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듯함  

    - 사회변화 : 단기간에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인성과 가치관 변화 등을 기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전국단위 정책 프로젝트로 보급. 청소년 봉사학습은 관계형성, 인성교
육, 자발성 제고 등에 훌륭한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
극 권장해야 함 

    - 청소년이 주도하는 세부 봉사 테마에 적용 가능하며, 일반적인 프로그
램 개발에도 적용 가능

 4) 교육4_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 세부 이슈 : 좋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교육하는 전문강사 양성과 관련 활동
   □ 지역 및 단체 : 서울시, 각당복지재단 



- 54 -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55세 이상 시니어, 죽음을 맞이하는 자 
   □ 주요 활동/방법
    -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운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
    - 웰다잉 연극 공연(고령자살 예방 주제)
    - 웰다잉 감성캠프 운영
    - 웰다잉 매뉴얼 제작 보급
    - 웰다잉 영화제 개최
   □ 결과/성과
    - 2016년까지 전문강사 36기 2,135명 배출, 전국 지부 설치
    - 자살, 연명치료 등의 죽음 관련 세부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장
    -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건강한 노년생활 유지 지원
    - 죽음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대비,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혁신성-사회변화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각당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본 프로젝트는 죽음을 주제로 시니어 교육
봉사단이 다양한 기제를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비케 
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변화는 물론 노
년의 삶의 질 향상, 죽음에 대한 긍정적 기대 형성, 동감하는 자원봉사
자의 확대 등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혁신성-사회변화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혁신성 
    -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시니어를 전문화 조직화하도록 추진한 점
    - 죽음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전면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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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한 다양한 기제와 방법을 활용하고 관련 이슈로의 확장을 지속
적으로 도모함

   □ 사회변화
    -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확산,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형성
    - 노령층의 자원봉사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스로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좋은 기대감 형성
    -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 및 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산

<표Ⅳ-11> 교육4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

Ÿ 교육에의 참여나 지역적 확산은 일부 자발성이나 
주도성을 확인 가능

Ÿ 다만, 회의나 토론, 포럼 등을 시센터에서 주관한 
점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

혁신성
(3) 3.67 2.4

Ÿ 죽음이라는 잘 다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이슈에 접근
Ÿ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예, 연명치료, 자살 등)을 

노출
Ÿ 주제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 매뉴얼, 

영화제, 연극, 상담실, 체험, 멘토-멘티 등등 
협력성

(4) 4 3 Ÿ 재단에서 주도, 지역 모임 협력

사회변화
(5) 4 3

Ÿ 노년의 죽음과 삶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죽음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향상

Ÿ 전국적인 확산 자체가 죽음을 대해는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음

Ÿ 노년의 자원봉사자로서 삶의 질 향상 및 조직에의 
소속감 제고

확산성
(2) 4 3.11

Ÿ 죽음과 연계된 이슈로의 교육 확장 가능
Ÿ 지역적 확장은 계속 가능
Ÿ 교육 대상을 전 세대/연령대로 확장 가능

* 실무자는 17개 항목 중 혁신성의 1문항을 제외하고 모두에 4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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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본 프로젝트는 죽음이라는 노년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연명치료, 노년자살 등의 세부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
을 것임. 죽음의 이슈를 다루었지만 ‘웰리빙’과도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다루면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원봉사자의 확대 : 우선 일정 규모의 전문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확대. 다음으로 가능하다면 강사의 연
령층도 젊어지는 것도 필요할 듯함 

    - 수혜자/지리적 확대 : 현재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소년 등
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 수혜자에게는 종말교육이나 호스피스가 아
닌 긍정적 준비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종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것이 필요함 

   □ 제언
    - 시민주도성 : 노년의 자원봉사자이고 전문봉사단이면 일정 정도의 가이

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므로, 참
여 의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는 유지해도 될 것임

    - 협력성 : 전국의 노인정, 노인시설, 노인관련 단체나 복지관 등과의 연
계를 지속 유지, 저출산・고령화에서 당면하는 노령인구의 사회활동 차
원에서도 검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법 검토 

 5) 안전1_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
   □ 세부 이슈 : 우범지대 범죄 예방 및 안전체계구축
   □ 지역 및 단체 : 대구광역시 동구 및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자원봉사단, 기업, 주민센터 등
   □ 주요 활동/방법
    - 1자원봉사자 1어르신 결연: 세대통합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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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화 및 가로등 설치, 점검: 대구 동구의 굴다리 주변 우범지역(성추행 
사건 다수)에 벽화 및 가로등 설치로 밝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자 함

    - 태양광 가로등 설치, 점검: 대구 동구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가정
의 에너지비용 절감

   □ 결과/성과
    - 대구 동구지역 내 야간 범죄 발생 건수 감소로 취약계층 및 여성 보호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 508건 감소/10.83% 감소)
    - 대구 혁신도시와 저개발지역을 이어주는 굴다리에 벽화와 가로등을 조

성한 이후 지역주민들이 왕래가 잦고 불안감이 감소함. 또한 대규모의 
벽화로 지역의 명소가 되었음 

    - 새로운 이색적인 자원봉사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증진을 비롯
해 공기업, 민간기업들 또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제한되지 않고, 반딧불1004프로젝트와 같은 다양
한 활동, 포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함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협력성-사회변화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협력성 
    - 반딧불1004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활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자
들이 주민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진행

    -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을(봉사단체, 공공기관, 공기업등) 효과적으로 연
계하여 사업을 진행함

    - 이 사업에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
고 후원 및 참여를 유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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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변화 
    - 동구청과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가 하나의 기관처럼 협동하여 반딧불

1004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확산되도록 함
    - 반딧불1004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활동 영역

의 다양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 보람을 느
꼈다고 함

    - 지역사회, 이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나 혹은 무관심 했는데 반딧불
1004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된 지역, 우범지역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특
히 변화된 거리를 누구나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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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안전1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분석

시민주도성
(3) 4 3.6

Ÿ 반딧불1004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
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활
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주민
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진행

Ÿ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관심
을 가지고 후원 및 참여를 유도시킴. 이를 통해 기업
봉사단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혁신성
(3) 2.67 3

Ÿ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한 후 인근에 있는 어려운 가
정, 혹은 홀로 어르신들을 연계하여 자원 봉사센터에
서 진행 한 김장행사사업 후 김장김치를 전달함  

협력성
(4) 4 3

사회변화
(5) 3.4 3

Ÿ 동구청 및 동구 내의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 프로젝트가 널리 확산

Ÿ 자원봉사단체, 공기업,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 그
리고 후원으로 사업의 확산성이 증대되고 있음

Ÿ 반딧불1004프로젝트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지
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기관 어디에
서도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음

확산성
(2) 4 3.5

Ÿ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면에서 혁
신성

Ÿ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 차원에서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업 등의 기관들,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력 등이 돋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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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의 혁신성
    -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 차원에서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업 등의 기관들,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력 등이 돋보임 

   □ 제언
    - 협력성: 이 사업은 기업 후원과 같이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므

로 후원자 연계와 개발이 주요 관건임

 6) 안전2_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 세부 이슈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 지역 및 단체 : 전국 및 온라인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종류 : 성인 및 불특정 다수의 학대아동
   □ 주요 활동/방법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범죄자 처벌을 위하여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시위
    -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 포럼, 간담회, 강연 등을 실시
    -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아동학대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 촉구
   □ 결과/성과
    - 2013.12.31.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
    - 2014.3.4.~5.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아동학대 사례 사진전 개최, 아동

복지법 개정안에 영향
    - 2014.10.16. 아동학대에관한 최초의 살인죄 적용에 주도적 역할 (이후 

아동학대사건에서 살인죄 적용과 엄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2015.4.30.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 조항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통

과에 주도적 역할
    - 전국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아동학대 논의에 물꼬를 트는 역할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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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시민주도성-사회변화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시민주도성 
    -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와 활동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룸

   □ 사회변화 
    -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주제를 처음에는 개별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었으

나 점차 제도개선 차원까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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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3> 안전2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5

Ÿ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룸

혁신성
(3) 3.33 2.8

Ÿ SNS를 통해 아동학대를 알리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
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언론과 기
관, 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학대캠페인을 진행 

협력성
(4) 2.25 2.3

Ÿ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
Ÿ 경찰청이나 국회 등과도 이슈가 있는 문제에 대해 적

극적으로 요청하고 압력을 넣고 있음

사회변화
(5) 3.4 3.1

Ÿ 활동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기관으로 귀속
되거나 상담원 및 상담소가 증가에 기여

Ÿ 학대 피해를 당했던 회원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계기가 됨

Ÿ 처음에는 학대아동 개별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나 점차 
근본적 문제제기의 필요성 인식함 예로서 특례법 제
정 계기

확산성
(2) 4 3.5 Ÿ 인터넷 카페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 되었으며 아

동학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역할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자원봉사자층 확대 : 시민들의 자발성을 잘 살린 프로젝트로 관련 이슈

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사용 가능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홍보 
여하에 따라 좌우됨

    - 이슈 확산성 : 처음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하나의 문제
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대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
민들의 인식제고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소
가 늘게 되며, 법제정에까지 이르게 됨

   □ 제언
    - 사회변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임이므로 확장성은 있으나 조직체계

를 좀더 갖추고 오프라인 상의 모임을 함께 하면 영향력이 더 커질수 
있으리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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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3_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어린이 교통안전 희봉이가 책임진다
   □ 세부 이슈 :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
   □ 지역 및 단체 : 서울 및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서울1팀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대학생봉사단과 아동
   □ 주요 활동/방법
    - 어린이에게 다양한 교통안전 주제로 체험 활동식 교육 실시

(횡단보도 교통안전, 골목길 교통안전, 차 안 교통안전 예절교육 등)
Ÿ 사전준비 : 사전교육, 자료수집, 교통경찰인터뷰, 대상자선정 등
Ÿ 활동내용 : 횡단보도, 골목길 이용법, 안전한 차 탑승 교육
Ÿ 활동방법 : 직접촬영 및 레고 동영상, 역할극 시범, 현장체험, 퀴즈등

   □ 결과/성과
    -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통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 관련 수

칙을 배움으로써 이를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게 함
    -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아이들의 인식 변화 및 안전 규칙 습득
    - 어린이 교통안전 레고 동영상, 자료 등 기업, 경찰서, 유치원에 확산

   □ 사례 유형 : 혁신성-확산성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
과

사회변화

확산성

   □ 혁신성 
    - 교구(신호등, 골목길, 횡단보도, 버스) 직접 제작, OX퀴즈 자원봉사자들

의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이용. 또한 ‘횡단보도 건너기’, ‘골목길 
교통안전’으로 레고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교육적 효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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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성 
    -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모든 

계층, 모든 기관에서 필요하므로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확산성이 높은 프로그램임

<표Ⅳ-14> 안전3_ 주요 사례 분석표

  (2) 주요 사례의 적용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자원봉사자 확대 : 각 학교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진 어머니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2

Ÿ 기획, 진행과정에서 6개월 동안 총 19번 회의에 팀
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팀장, 부팀장, 
회계, 서기, 홍보, 기획으로 모두에게 역할을 맡겨 
참여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게 함

혁신성
(3) 3.33 2.5

Ÿ 교구를 직접제작(신호등, 골목길, 횡단보도, 버스), 
특히 ‘횡단보도 건너기’, ‘골목길 교통안전’으로 레고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교육적 효과를 높임

협력성
(4) 3.75 3.9

Ÿ ‘교통안전’ 이 주제인 만큼 6개월 간 지속적으로 파
출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파출소에
서는 매 활동 시 경찰복을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
라 교통안전 규칙 등 조언과 적극적인 지지 제공

사회변화
(5) 2.8 2.7

Ÿ 수요처 및 지역사회의 변화 : 교통안전 교육은 아이
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청에 안
전교육 보고에 도움이 됨. 다양한 컨텐츠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특히 가정을 연계하여 교통안전을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Ÿ 이해관계자 변화 :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기획부
터 진행, 평가까지 직접 실행하면서 팀원들이 지역사
회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확산성
(2) 4 3.1 Ÿ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의 기관으로의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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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조직된 “녹색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조직되면 파급력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됨.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시간이 비교적 자유
로운 전업주부이거나 퇴직자들이 하기에도 적합

    - 수혜자/지리적 확대 : 봉사 수혜자는 다른 연령층으로도 확장 가능한데 
즉  ‘교통안전 교육’은 어떤 대상층에 상관없이 중요한 이슈임. 즉 초등
학생, 노인, 일반 어른들에게 확장 가능함. 교통안전 규칙 알리기, 지키
기 등으로 변형 가능. 따라서 활동처로 전국의 어린이집, 복지관내 지역
아동센터 등의 다른 기관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제언
    - 확산성: 교구제작과 관련 있는 전문가, 기업 또는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

해 보다 수준 높은 컨텐츠 개발을 개발할 경우 확산성이 훨씬 높을수 
있음 

 
 8) 빈곤1_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 세부 이슈 :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밥상 및 책상을 DIY가구로 만들어 제공)
   □ 지역 및 단체 :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다채움가족봉사단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아동에서 성인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저소득 

가정(독거노인, 아동, 다문화)
   □ 주요 활동/방법
    -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가족봉사단 활동을 모색하여 DIY가구 제작을 배

우고,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기부함
Ÿ 2014년도, 공간박스, 책상, 좌탁 등 제작 및 기부
Ÿ 2015년도, 다용도 테이블 제작 및 기부
Ÿ 2016년도, 초등학생을 위한 1인용 책걸상 제작 및 기부   

   □ 결과/성과
    - 소외계층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제작・기부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Ÿ 2014년도 : 저소득가정 아동 및 어르신에게 총43개 가구 기부 
            (공간박스 11개, 좌탁 11개, 책장 11개, 책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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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5년도: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소
외계층으로 대상 확대하고 기부가구는 특화함(1인용 다용도테이블 80개)
Ÿ 2016년도 :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아동의 학습욕구 증진에 맞춘 
가구 기부(책걸상 26세트)

    - 자원봉사자 가족 내 소통과 스킨십 향상, 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시민주도성-확산성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희망을 나누는 뚝딱뚝딱 행복공작소 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의 주도성이 
두드러지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및 수혜대상을 장애인 가정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한 ‘시민주도성-확산성’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시민주도성 
    -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가족봉사단들이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자원봉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부터 성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재능나눔 방법으로 DIY가구 제작을 결정하게 됨

    - 가구의 재단 및 만들기, 전달 과정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진행함
    
   □ 확산성 
    - 우리사회에는 김제시와 같은 조건의 지방 소도시가 많아 1인용 밥상이

나 아동용 책걸상을 필요로 빈곤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DIY가구 제작기부 활동은 여러 지역으로 확산
성이 높음

    - 동시에 DIY제작에 흥미를 갖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소외계층 대상만
이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예, 마을 평상만들기, 어린이공원 의자만들
기 등)의 일환으로도 수혜처를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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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5> 빈곤1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6

Ÿ 가족봉사단원의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를 반영
하여 아동부터 성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DIY가구 제작
을 결정함

Ÿ 가구의 재단 및 만들기, 전달 과정을 자원봉사자 직접 
진행  

혁신성
(3) 3.33 2.74

Ÿ DIY가구 제작의 특성을 살려 수혜자 욕구를 파악한 맞
춤형 가구제작으로 추진하여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DIY가구 제작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림

협력성
(4) 3.5 3.6

Ÿ 활동 전반에서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협력관계가 
높음

Ÿ ‘DIY가구 제작-전문가와 협업’, ‘취약계층 발굴 및 연계
-관련 행정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활동함

사회변화
(5) 3 3

Ÿ 수혜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가구를 조사하여 전달함으로
써 수혜자 만족도가 높음

Ÿ 본 프로젝트가 실행된 김제시는 밥상이나 아이들 책걸상
이 없는 빈곤 가정이 많았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
는 이 문제를 봉사활동으로 직접 해결함

Ÿ 자원봉사자들이 가구 전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빈곤가
정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게 됨

Ÿ 봉사활동을 통한 가족간 스킨십 강화 및 봉사활동에 대
한 흥미 유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냄

확산성
(2) 4 3.8

Ÿ 1인용 밥상이나 아동용 책걸상이 필요한 빈곤가정 지원 
프로젝트로 타지역으로 확산

Ÿ 맞춤형 가구가 절실히 필요한 지체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시 높은 효과가 예상됨

Ÿ DIY제작에 흥미를 갖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소외계층 
대상만이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마을 평상만들기, 어
린이공원 의자만들기 등)의 일환으로도 수혜처를 확대할 
수 있음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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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본 프로젝트는 이슈의 확산보다는 사각지대 빈곤가정에 필요한 가구제

작 및 기부활동으로 이 점을 보다 강화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가구도 
구체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해결로 연결된다고 봄

    - 자원봉사자의 확대 : 가족봉사단은 물론 중고생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음(단, 가구의 특성상 튼튼하고 안전한 제작으로 최우선으
로 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한정해야 함)

    - 수혜자/지리적 확대 : 본 프로젝트는 타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프로젝트 운영 시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공부환경 지원 프로
젝트’ 등으로 이슈를 구체적으로 특화하고, 한 지역에서 해당 이슈가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노인가정 밥상 지원 프로젝트’ 등으로 구체적인 
수혜 대상을 이동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DIY의 특징을 살려 수혜 가
정 맞춤형으로 가구를 제작의 특징을 살려 지체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에 맞는 맞춤형 가구 제작 프로젝트로 시행한다면 지체장애인들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방법의 변경이나 결합 : 단순히 가구 제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런 
가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내 빈곤가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 자
원봉사자들이 지역 내 빈곤이슈에 대해 충분히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함

       
   □ 제언
    - 혁신성 : 본 프로젝트는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자부담방식 외에도 제작비 마련을 위해 지역내 기업봉사단과의 연계, 
예산 확보를 위한 소셜 펀딩 등을 활용할 수 있음. DIY 특성상 수혜자
의 상황(집안 공간 구조, 장애상황 등) 맞춤형 가구제작에 초점. 독거어
르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혜자와 함께 만드는 활동도 가능. 또한 수
혜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리폼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높이고, 
재료에 있어서도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
을 제안함    

    - 협력성 : 필요한 수혜자 발굴과 필요한 가구제작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필요한 수혜자 발굴 및 욕구 파악-지역 사회복지사
와의 협업, 가구의 완성도 확보-가구전문가와의 협업)

    - 사회변화 : 여러 지역에서 자원봉사 프로젝트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DIY가구제작은 참가자의 관심은 높으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음.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DIY의 특징을 살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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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에게 필요하고 집안 환경에 맞는 크기와 용도의 가구를 디자인하
고 튼튼하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빈
곤가정의 환경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빈곤2_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
   □ 세부 이슈 :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의 중식 해결
   □ 지역 및 단체 :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초ž중ž고ž대학생 및 일반인,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 주요 활동/방법
    - 2006년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600~700명에게 자

체적으로 매월 다르게 식단을 구성하여 1식 5찬을 중식을 제공
    - 5월 경로잔치, 12월 김장나누기 행사에 어르신 초대
   □ 결과/성과
    - 활동 초기 1회 식사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200여 명에서 현재 600~700

명에 이름 
    - 5월 경로잔치, 12월 김장나누기 행사에 1000여 명 식사 초대
    - 독거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혼자 적적하

게 식사를 하던 노인들이 어울려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됨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협력성-확산성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어르신 무료 중식 봉사는 지역 내 다양한 조직들이 자원봉사자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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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동하는 협력성이 두드러지며,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실행
하고 있고 확산도 가능한 ‘협력성-확산성’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협력성 
    - 지역 라이온스 클럽이나 골든벨, 관내 청년회와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통해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함
    - 특히 단체 내에 전문 기술직(도배사, 전기, 인테리어, 설비 등) 자원봉사

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집수리 활동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확산성
    - 부산 동래 지역 구민들로 시작한 봉사단체였으나 현재 부산 전역 및 시

외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집수리봉사>의 경우는 동래뿐만 아니라 부산 시 전역의 집수리 봉사요

청에 응함

<표Ⅳ-16> 빈곤2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4 3.4

Ÿ 자발적인 조직으로 12년간 중식 제공 활동을 해옴
Ÿ 기존 회원의 추천 및 관심있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참여함

혁신성
(3) 3 2.74

Ÿ 인터넷 등을 통해 본 활동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에 대한 채널을 열어 둠 

Ÿ 식사 테켓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티켓을 없앰으로써 누구
나 부담없이 식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함

협력성
(4) 4 3.2

Ÿ 봉사단체 회원 300여 명 외에도 지역 라이온스클럽, 골
든벨, 청년회, 고등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함

Ÿ 지역 외식업체의 후원
Ÿ 구청 및 주민센터 둥에서 행정이 해결할 수 없는 대상자

와 사안을 본 봉사단체의 인적자원으로 해결함

사회변화
(5) 3.6 3

Ÿ 초기 하루 200여명의 수혜자에서 현재는 600~700명에게 
중식 제공

Ÿ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이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등 청소년의 진로와 사회관심에 영향  

Ÿ 예산만 지원하던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
가

확산성
(2) 4 3.1 Ÿ 성인회원 중심에서 출발한 활동이나 자녀들로 확대하여 

봉사활동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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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례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식 제공은 여러 지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봉사활동임. 본 활동의 경우는 다양한 자원봉사
자들의 참여와 지역 내 후원 및 자원봉사자 참가에 개방성을 두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음

    - 방법의 변경이나 결합 : 초기 식사 티켓을 배부하여 티켓 소지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티켓을 없애고 식사가 필요한 대상자라면 누
구에게나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낙인감을 없앰. 또한 1인에게 1회
의 식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오더라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하루 한 끼가 아닌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점은 다
른 급식소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임

       
   □ 제언 
    - 혁신성 및 협력성 : 본 활동에 대해 활동 관계자는 식사 해결만이 아니

라, 혼자 식사를 먹어야 하는 독거노인들의 적적함을 해소한다는 점을 
성과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는 현장에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00~7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식사 장소 안팎에서의 작은 공연, 상담 등을 구성
하여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업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함

    - 사회변화 : 월1회 식사지원으로 사회적 영향을 만드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식사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 내 독거노인을 위한 정보나 서
비스 제공을 하고 식사에 오는 독거노인들을 엮어 작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운영하는 것도 단순히 식사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10) 빈곤3_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무연고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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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이슈 :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무연고 독거노인 세대 방
문으로 말벗지원, 무료장례 진행)

   □ 지역 및 단체 : 울산광역시, 희망나눔 ‘동행’
   □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 전문가 및 일반인, 무

연고자 독거노인 세대
   □ 주요 활동/방법
    - 무연고 노인의 고독사 예방 활동

Ÿ 2인 1조로 봉사팀을 구성하여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상담 및 말벗서비스 제공
Ÿ 가정 방문 시 물품 제공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
Ÿ 주2회 이상 안부전화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친밀감 형성

    - 무연고 노인의 사망 시 무료 장례 진행 및 상주 역할  
   □ 결과/성과
    - 무연고자 장례지원

Ÿ 2014년도~2016년도 중 13회 장례 지원
Ÿ 2014년부터 해마다 무연고자 합동위령제 지원  

    - 독거노인 세대 지원
Ÿ 냉장고 등 가전제품, 옷장 등 지원
Ÿ 월 1회 이상 밑반찬 지원, 말벗, 심리상담 추진 

  
  (2) 주요 사례 특성

   □ 사례 유형 : 시민주도성-사회변화
과정

시민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결과
사회변화

확산성

    -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감소통은 자원봉사자의 주도성
이 두드러지며, 실제 고독사 예방을 돕고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하여 장례
문제를 직접 해결하므로 ‘시민주도성-사회변화’ 모델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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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도성 
    - 무연고 독거노인 세대 방문하여 물품지원 및 상담활동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자로서 무연

고 독거노인의 장례지원 수행

   □ 사회변화
    - 장례문화 및 제례의식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무연고 독거노인의 사

망 시 장례를 지원하고 직접 상주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장례문제를 해결
함. 동시에 해마다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무연고자 합동위령제에 참여
하여 지원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들의 제례문제 해결

    -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연고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통한 고독사 예방

<표Ⅳ-17> 빈곤3_ 주요 사례 분석표

영역 실무자
점수

전문가
점수 연구진분석

시민주도성
(3) 3.67 3.6

Ÿ 동행회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세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필품지원 및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

Ÿ 무연고 노인 돌봄활동으로 말벗 및 상담활동
Ÿ 무연구자 독거노인의 임종에서 장례 시 상주역할 적극적

으로 수행
Ÿ 자원봉사자들의 장례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

혁신성
(3) 2.67 2

Ÿ 고독사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접근과 사망 
시 장례지원활동까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Ÿ 전문성이 필요한 장례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격
증 취득 장려

협력성
(4) 3.25 3.6 Ÿ 구청, 울산광역시청 등과 협력하여 활동 추진

사회변화
(5) 3.4 3.35

Ÿ 장례문화 및 제례의식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무연고 
독거노인의 사망 시 장례지원 및 직접 상주 역할을 수행.  
합동위령제 지원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 및 제
례문제 해결

Ÿ 무연고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 활동으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확산성
(2) 2.5 3 Ÿ 고독사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타 지

역으로 확산 시 지역문제 해결에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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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델 프로젝트의 적용 가이드

   □ 프로젝트로서의 확산
    - 무연고 고독사는 한국사회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어느 지역에

서나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 자원봉사자의 확대 : 제례 및 장례문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이면

서도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봉사활동은 아니므로 무연고 독거노인
의 장례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고독사 예방 활동인 가정방문, 말벗
활동 등에 초점을 두어 홍보한다면 다양한 층으로 확대가 가능함. 예방
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및 지원 등
의 활동도 가능할 것임

    - 수혜자/지리적 확대 : 본 프로젝트는 타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대상자에 있어서도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함 

    - 방법의 변경이나 결합 : 예방측면에서의 활동 중 최근 안전(지진대피를 
포함하여) 등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독거노인의 주택안전 문제 등을 정
기적으로 확인하고, 독거노인에게 안전수칙 등을 전달하는 활동을 포함
하는 것도 바람직함

       
   □ 제언
    - 협력성 : 무연고 고독사 예방활동 및 장례지원 활동에는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원봉사자의 부담이 클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
은 활동의 경우, 해당 지역 자치정부-기업-관련 시설(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장례학과 등)과의 협력한 ‘(가칭) 00지역 고독사 예방 네트워
크’ 등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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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성과 및 의의
 
 1) 연구성과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크게 4가지 구분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성과지표 개발], [프로젝트 사례 수집 양식], [교육, 안전, 빈곤 관련 40개 
사례], 그리고 40개 사례중 10개는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추가되어 [10
개 주요 분석 사례] 가 있음, 이를 내용과 특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 성과지표 개발
    - 5개 영역(시민주도성, 혁신성, 협력성, 사회변화, 확산성)과 17개 세부항

목으로 되어 있어 프로젝트 기획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 평가시 성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례 수집 양식    
    - 개요, 진행과정, 평가, 성과지표 등으로 구조화 된 사례 양식을 현장에

서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높이도록 설계됨

   □ 30개 우수 사례
    - 공모전에서 선정된 소개 사례 중에 2016년 기획 어젠다인 교육, 안전, 

빈곤의 이슈를 해결하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담았으며, 사례는 
각 프로젝트 운영자(기관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직접 양식에 맞춰 작
성하였음

   □ 10개 주요 사례 
    - 5개 지표에 따른 상세한 전문가 분석과 활용 Tip을 추가한 10개 주요 

사례는 실무자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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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의

   □ 사회변화를 만드는 자원봉사로의 패러다임 전환
    - 본 연구는 <한국자원봉사의해> 에서 선정한  10대 어젠다중 ‘교육, 안

전, 빈곤’ 이라는 3가지 기획 어젠다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원봉사 모델
을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해 진행하였음

    - 이는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원천으로써의 자원봉사로 패
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어젠다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실질적 모델과 성과지표 제시 
    - ‘어젠다 해결형 프로젝트’로 발굴되고 분석한 모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음
    - 또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단순히 참가자수, 활동시간 등 양적 기준으로 

측정했던 것을 넘어 사회변화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질적 지표로 측정 가
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 보급 방안을 위한 제언   

   □ 홍보채널 마련 
    - 위 성과는 ‘아젠다형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따라서 한국자원봉사의 해에 관련 되는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

구자료를 보급하고, 홈페이지나 SNS는 물론 현장 확산에 적합한 홍보
채널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연구 성과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우수 사례 발굴, 성과평가, 심사 등에 성과지표 활용
    - 정부나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에서 자원봉사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거나 성과평가, 심사 등을 진행할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젝
트 사례수집 양식] 이나 [프로젝트 성과지표] 를 표준양식 또는 선정기
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특히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중
앙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전, 이그나이트 등의 사업설명회
에서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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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및 세미나에 프로젝트 사례 반영 
    - 자원봉사 관련 교육에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개발-운영의 과정을 워크샵 등으로 신설하여 현장의 이해와 적용
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자원봉사 관련 대표적인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자
원봉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모색’ 등을 주제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어젠다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성과지표에 걸맞는 이슈해결형 자

원봉사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기 위해 맞춤 자문이나 워크숍 등을 요
청할 수 있음. 이에 파견 가능한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컨설팅단은 어젠다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개발에 최적화 된 전문가를 중
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어젠다 중심의 사례 취합과 분석
    - 시간상의 제약으로 사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

고, 사례 발굴 범위를 시민사회로 넓히지 못하여 전국에 숨은 우수 사
례를 모으는데 한계점을 갖게 되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시민사회,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포진된 좋은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하여 자원봉사가 미치는 보다 광범위
한 사회변화와 영향력을 분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7개 어젠다 사례 및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 추진
    - 본 연구에 담긴 3개 영역에 대한 사례 분석과 사례집 제작에 이어 나머

지 7개 영역(여가문화, 환경, 마을공동체강화, 고령화, 인권ž다문화ž생명
존중, 평화통일 등)의 주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등 후
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후 <한국자원봉사의해> 10대 어
젠다에 대한 사례들을 컨텐츠화 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분석함으로
써, 향후 자원봉사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만드는 
연구로 확대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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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영역 지표

한국자원봉사의해 5대 영역 조사지표 

* 5대 영역(총17문항) : 시민주도성(3), 혁신성(3), 협력성(4), 사회변화(5), 확산성(2)

영역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시민주도성

(3)

Ÿ 자원봉사자들이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가?

Ÿ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
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는
가?

Ÿ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가?

혁신성

(3)

Ÿ 이슈와 대상이 새로운가?

Ÿ 문제해결 방식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가?

Ÿ 새로운 기술(SNS, 빅데이터, 하이브리드, 
크라우드,등)을 활용하였는가?

협력성

(4)

Ÿ 문제해결에 적합한 파트너들이 참여하였는
가?

Ÿ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 물적자원(재정, 
물품, 시설)이 동원되었는가?

Ÿ 참여자들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Ÿ 참여자들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는가?

사회변화

(5)

Ÿ 목표로 정한  사회문제 해결 또는 개선에 
기여하는가? 

Ÿ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
가?

Ÿ 해당이슈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에 영
향을 미쳤는가?

Ÿ 해당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향상되
었는가?

Ÿ 참여자(자원봉사자, 대상자, 기관)들의 역량
이 향상되었는가? 

확산성

(2)

Ÿ 본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활용 가능한가?

Ÿ 본 사례가 다른 대상과 이슈로도 확대 적용
이 용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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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양식

프로젝트명:

 * 2014년 이후에도 진행되거나 시작한 프로젝트

 1. 프 로 젝 트 개 요

프로젝트 영역
(해당부문에 ∨ 표시)

①교육 ②안전 ③빈곤 이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기관/단체명 지 역 

프로젝트 시작년도
활동기간
/주기

자원봉사자
(인원)

참가층
 

수혜대상
(인원)

연예산 재원
정부/지자체(   )%  후원(   )% 

기업(   )%  참가비(   )%  기타(   )%

프로젝트 
간단소개

(선택이유나 배경,     
주요 봉사내용, 
효과·특징 등을 

간략 서술)

<배경>

<활동내용>

<주요성과>

관련문서 첨부 첨부1. 첨부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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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 로 젝 트  세 부 소 개

활동 배경

-선정 이유나 배경, 특별한 계기 등

활동내용

사전준비

구체적인 

활동

일시 장소 사업내용

결과 및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효과성, 효울성, 변화포인트 등으로 서술

평가 

평가방식: 설문지, 만족도조사, 평가회의 등

평가결과 요약하여 작성
- 봉사자, 수혜자, 기관의 평가 내용 등 요약

활동 중 
발생한 

어려움이나 
문제, 

극복노력

향후계획
향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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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 로 젝 트  특 성 (성과 / 결과 / 영향)

시민주도성

(시민참여 

기회제공 )

- 자원봉사 주제나 대상, 해결할 문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

였는지 

-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자원봉사자는 책임을 다하였는지 등을 기술 

혁신성

(새로운 대상, 

니즈, 기술 등)

- 새로운 수혜 대상이나 이슈인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신기술(예: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이나 새로운 방

식을 활용하였는지

- 자원봉사자도 기존에 봉사자로 참여하던 대상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획과정-실행과정-평가과정 등에서 구조

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등을 기술

협력성

(인적·물적 

자원 연계, 

파트너십 등)

- 사회이슈를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하거나 협력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나 해당 단체, 역할이 필

요한 조직이 어디인지

- 그리고 실제 그들이 자신의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적ㆍ물적자원도 투여했는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위한 도배, 반찬배달, 난방을 해결하고 고독을 달래기 위해 정기적으

로 방문하는 프로젝트라면, 주민센터나 복지관, 난방용품 지원 기업, 도배전문가 등의 준비 단

계에도 같이하고 현장에서도 적극적 참여했는지)

-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소통방식이 원활하였는지 등을 기술

사회변화

-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상자나 봉사자, 관련자들이 좀 더 해당 사회문제나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 참여자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더 느끼게 되었는지

- 수혜자의 삶의 질이 변화되었거나, 수혜기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 지역사회 또는 봉사조직(단체,기업)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등

을 기술

확산성

(보급 가능성,

다양한 적용 

가능성)

- 기획하여 실행한 프로젝트가 다른 대상이나 지역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

- 본 프로젝트의 운영방식 등을 다른 주제에도 적용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고 보는 지 등을 기

술

그 외

특장점
- 위에서 다루지 못햇으나 본 프로젝트의 강점과 특이점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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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 동 사 진

일시장소 :

간단설명 :

일시장소 :

간단설명 :

일시장소 :

간단설명 :

일시장소 :

간단설명 :

일시장소 :

간단설명 :

일시장소 :

간단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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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한 사람들

   □ 전문가 자문

연번 소속 이름

1 (사)함께배움 사무처장 곽형모

2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권미영

3 SK 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 김도영

4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의욱

5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차장 노유진

6 (사)스파크 대표 민영서

7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민관지원담당관 박계태

8 한국교회봉사단 사무국장 박승철

9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 신정애

1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11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이란희

12 NPO스쿨 대표 이재현

   □ 사례 제공
사례번호 소속 이름

01 밀양시 드림스타트 변황우

02 페토 feto 이현석

03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수지

04 각당복지재단 박혜나

05 (사)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 길준영, 전혜경

06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박현성

07 한국수출입은행(서울사는희봉이) 김미진

08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다채움가족봉사단) 배윤숙

09 아름다운동행봉사단 권순오

10 희망나눔[동행] 류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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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소속 이름

11 순천제일대학교(카오스로봇사랑회) 변황우

12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이현석

13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구희몽) 정일강

14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봉다리) 정연지

15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하모니) 황태근

16 경남자원봉사센터 박혜나

17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박현성

18 한국수출입은행(프로듀스대전) 박범진

19 부산시사상구자원봉사센터 김기언

20 (사)서초구자원봉사센터 김보연

21 부산광역시 강서구자원봉사센터 류성숙

22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김건화

23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윤서식

24 범죄정보연구소 최순화

25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경희

26 한국평과교육훈련원 정용진

27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유아름

28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정호순

29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김민정

30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병수

31 한국해비타트 심하늘

32 한국철도공사(대전건축봉사회) 남효원

33 화천군자원봉사센터 장형종

34 청소년활동진흥원(2L) 황은빈 외 4명

35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형순

36 한국교회봉사단 박승철

37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우마이봉) 박지환

38 청소년활동진흥원(2016년 우수자) 이원상,이원재

39 무등이용봉사회 송덕신

40 건국대학교(Good us) 서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