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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1) 자원봉사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q (자원봉사의 범주와 가치의 확장) 자원봉사활동이 여타의 시민참여활동과 비교하여 
갖는 핵심적 특성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자발적 도움의 제공’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경쟁과 개별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위이며, 그 가치는 특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여 왔음. 

¡ 비공식적 자선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자원봉사활동은 역사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교, 기업, 언론, 정부, 국제기구 등에 의해 ‘공식적 사회체계’ 로 확대되어 왔음.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스펙트럼은 더욱 더 넓어지고 자원봉사 영역에 한
층 더 복잡한 층을 부가하였음(Haski-Leventhal·Meij·Hustinx,2009). 

  - 이에 자원봉사의 개념 역시 규범적 당위적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기 보다 특정 현상
을 기술하는데 가장 유용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Anheier, 
2010; 정진경, 2011)에서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대가성 등과 같은 개념요소가 유
연화, 관대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서울연구원, 2017 미발행).    

  -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중심성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도움과 희생적 가치는 경제
적·사회적 가치로 조망되고 있으며, 자선과 이타적 가치는 공익과 상호호혜의 가치
로 확장되고 있음(정진경, 2017). 

¡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원에서 최
대 3조 2,92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규모를 54,021
명~90,528명으로 추정할 때 정부는 최소 1조 1,359억원에서 최대 1조 9,035억원의 인
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이해도 증가 등 사회적 편익 역시 자원봉사자 1인
당 8,854~28,814원으로 산출

¡ 국제적 차원에서도 자원봉사는 GDP를 넘어 인류복지 증진 및 인류발전의 정도를 표
현하는 지표이며, 시민참여의 확장과 사회통합의 장치 및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기반으로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도 강조되고 있음(U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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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원봉사 환경변화와 도전 과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구성과 가치에 대한 인
식이 확장되어 왔음에도 2017년 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환경은 그리 우
호적이지만은 못한 상황임. 나아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자원봉사 국가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 영역 외부로부터의 여러 도전
과 자원봉사의 불완전한 제도화 과정에서 초래된 자원봉사 영역 내부에서의 해결해
야 할 과제에 직면함.  

¡ 첫째, 자원봉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있어 현재 우리사회는 ‘자원봉사 저

관심-저관여’ 로 나타났고 있음(정진경, 2017).

   - 2009년 19.3%였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 기준 16.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향후 참여의향 역시 2011년 44.5%에서 2015년 기준 36.1%로 감소
추세.

   - 중앙일간지의 자원봉사 기사건수 역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둘째, 자원봉사 영역 이외에 시민사회섹터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의 확장은 ‘자

원봉사에서 이웃영역으로의 이동(shift)’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정진경, 2017).

   - 2013년 이후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의 확대는 이전에 경험했던 자원봉사자의 유급활동으로의 이동현상과는 다른 차
원에서의 새로운 시민참여 유입경로가 되고 있음. 한정된 시민자원을 두고 자원
봉사센터와 유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상 경쟁현상이 발견되는 등 보다 높은 수
준에서의 연계와 협력의 과제가 요구됨.

   - 나아가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도 전통적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들이 일선 기관에서까지 나타나면
서 자원봉사의 위상은 더욱더 협소해 지는 모습을 띠게 됨.

¡ 셋째, 지난 10여년 간 자원봉사의 형식적 제도화가 가져온 부작용은 자원봉사 영

역 내부의 해결과제를 축적시켜왔음. 제도가 개인 및 조직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원봉사 시간인증 프레임’으로 대표됨.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1365, VMS, Do-vol 등)은 사람중심의 전문성이 아닌 시간 
중심의 기능적 자원봉사 관리의 수단이 되며 비효율을 낳을 우려. 나아가 다양
한 창의적 방식으로의 봉사활동은 시간인증 판단 여하에 따라 가로막히며, 자원
봉사활동시간만을 유일한 사회적 인정기준으로 왜곡시키는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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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현재 또는 미래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촉진 수단으로 시간인증 프레임은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자원봉사의 참여와 성장을 저
해한다는 평가임. 

   - 한편, 중앙수준의 자원봉사 지원기구와 지역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형태
에 있어 여전히 불안전한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더 강화되면서 본연의 
자원봉사 사업을 핵심으로 한 전문적 기능적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q (자원봉사의 제도화 경로와 향후 패러다임)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수립
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난 30여 년 동안 변화되어 온 자원봉사 패러다임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발전 및 변화 현상을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매우 어려우며, 자
원봉사의 패러다임 변화 역시 자원봉사의 어떠한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둔 제도화 
경로로 접근하고자 함.    

¡ 첫째, 비제도화의 시기(Non-Institutionalized)로 정부의 정책과 거의 무관하게 전통
적인 민간영역에서 개별적, 비체계적인 방식으로서의 ‘비공식 자원봉사’가 존재. 
1990년대 초반까지 자원봉사는 국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사회복지사업의 확장과
정에서 주변적 혹은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정진경, 2012), 개인과 민간의 자
선적·이타적인 가치를 강조함. 복지시설 등 현장중심의 봉사활동, 찾아오는 자원봉사
자에게 일감 제공, 봉사자의 의지와 헌신에 기대는 지속성 요구 등 자원봉사관리 영
역도 비전문화된 시기.

¡ 둘째, 제도화의 시기(Institutionalized)로 정부와 지자체 및 각급 사회조직 단위에서 
자원봉사를 집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식적 사회제도로서의 자원봉사’가 
구성되어지는 시기. 1990년대 중반이후 중고교 및 대학, 기업 등에 의한 자원봉사활
동의 공식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포털을 중
심으로 한 자원봉사 시간관리,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및 자원봉사 국가기
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 현재를 포함한 대략 20여년의 기간에 해당. 이 시기 자원
봉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자원으로서의 보완, 사회적 자본
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 접근됨.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의무로서의 
규범화와 외부적 인센티브에 의한 참여촉진이 가시화 되는 등 정부주도의 자원봉사 
제도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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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은 ‘자원봉사 체계의 수립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적 팽창’에 주된 목표와 정책과제를 포함. 2009년까지 우리
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을 증가시켰으며, 공적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촉진, 인프라 지원과 관리
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한 자원봉사 체계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정책과제들이 주를 
이루어 수립되었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자원봉사 제도화 경로에 대한 이해와 자원봉사 영역 
내·외부의 환경변화 및 해결과제를 인식하며,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에 의
한 자원봉사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후기 제도화’(Post-Institutionalized)를 제안함. 

  - 이는 ‘앉아서 착한 봉사자를 기다리는 시대’(자원봉사 0.0)에서 ‘규범적·제도적 체계
로 봉사자를 이끄는 시대’(자원봉사 1.0)를 넘어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 한 일상적 
봉사를 촉진하는 적극적 시대’(자원봉사 2.0)를 의미. 

  - 이러한 후기 제도화의 진입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의 방향은, �유능함과 자생력을 
갖춘 지원체계로써 공공 및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디지털 사회 환경에 조응하는 
전문적 자원봉사 관리체계1), ƒ지역사회와 자원봉사 관련 행위자들 간의 연계 협력
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움의 제공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힘(공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림 1-Ⅰ-1] 한국 자원봉사의 제도화 경로와 향후 정책패러다임

1) 이선미(2017)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자기실현적 시민성’ 에 기초한 자원봉사자와 ‘data-driven’ 중심의 
자원봉사관리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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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q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이행의 종료시점에 따른 제3차 국가기

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연구임2).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사회 및 기술 환경의 변화와 자원봉사 
영역을 둘러싼 외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조응하며, 그간에 누적된 자원봉사계의 과
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자원봉사의 진흥을 견인할 수 있는 제3차 국
가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는데 있음. 

q 연구의 방향

금번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연
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2차 국가기본계획 연구의 지속성 및 이행평가의 내실화 제고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2012)에서 향후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자원봉사자의 의견 반영’ 및 ‘정부부처 참여 확대’ 가 제
안된 바 있음.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

Ÿ ‘자원봉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2017년 전국 자원봉사실태조사”(주관:한국자원봉사문화)

  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과 조사문항 협의 및 조사결과에서 

  얻은 데이터를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Ÿ ‘정부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요청시 1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

  상으로 확대(2차 15개)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최종 11개 부처에서 참여함.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해 조사범위를 중앙부처와 자원봉사현장으로 
확대하여 객관적 이행산출실적(중앙부처) 및 기여도와 이행도 인식(자원봉사현장)
을 조사하는 한편, 성과와 미흡의 원인에 대한 질적 평가도 시도함. 또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과제 중 제3차 국가기본계획 시 지속과제를 도출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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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원봉사 실천 현장과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

  - 델파이 조사대상 전문가 풀의 확대 및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 주체의 한 축
인 광역시도의 공식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사 설계

  - 비전과 목표 및 정책영역과 세부과제들 간의 유기적 연계 고려
  - 정책영역별 정책과제들 간의 유기적 관계 및 세부과제 내용으로 추진체계(지원 

및 수행기관 등) 및 참고사례에 대한 명시적 제안을 통해 실행가능성 제고

¡ 셋째, 연구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의 타당성 제고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담회, 한국자원봉사의 해 집행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비
롯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자원봉사 각계의 대면적 논의구조에 적극적 참여

  - 다각적 자료수집방법 활용 및 단계별 의견수렴과 조정절차 체계화
  - 최종보고서 집필 시 자료수집 단계별 연구과정과 분석결과의 충실한 제시 

q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상호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외 자원봉사 현황과 과제

  ¡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자원봉사활동 추이와 현황 및 자원봉사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특성 분석

  ¡ 자원봉사를 둘러싼 국내의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민사회 관련 정책 환경 분석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평가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이행(2013~2017.5월 기준) 전반에 대한 자원봉사 실무/현장  
  에서 인식하는 이행도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지속과제 분석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주체인 11개 중앙부처의 실행과제 이행도(과제 및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지속과제 분석

  ※ 분석틀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정책영역인 �자원봉사 참여와 문화, ‚자원봉사 지원인프라,  

          ƒ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글로벌협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의 제안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정책영역별 정책과제의 도출 
   ¡ 정책영역별 배경 및 정책과제별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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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체계와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 연구주관기관 : 한국자원봉사협의회(회장: 장석준)

   ¡ 연구기간 : 2017. 5. 20~ 10. 22 (5개월) 

   ¡ 연구진 구성 : 8명

     - 책임연구원(1인) 외 공동연구원 5인, 연구보조원 2인

   ¡ 조사참여자 

     - (구성)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 학계, 
              시민사회·마을·사회적 경제 영역의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156명 풀
              ([부록Ⅰ] 참조) 
     - (역할)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자문회의(착수·중간·최종보고회), 영역별 전문자문 

   ¡ 상시협의 및 보고체계 
     - 행정안전부 및 「한국자원봉사의 해」 집행위원회(추진위원회) 협의 및 보고  

[그림 1-Ⅰ-2] 연구수행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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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주된 연구내용의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수집방식을 활용함. 

  국내·외 자원봉사 현황과 전망

  ¡ 문헌조사 및 내용분석

    - 국내·외 정책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웹사이트, 언론기사 등 분석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별 제3차 기본계획 제출자료 분석([부록 5] 참조)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이행 실적 및 평가

  ¡ 설문조사 (On-line Survey, [부록 3] 참조)

    -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및 각계 전문가 156명 대상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적 인식(이행도 및 기여도) 조사

  ¡ 이행산출 조사 (엑셀 분석, [부록 2] 참조)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참여 11개 부처 대상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이행도 및 자체 평가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

  ¡ 델파이 조사 (On-line Survey, [부록 4] 참조)

    - 전문가 대상 1차 델파이(개방형 응답) 및 2차 델파이 조사(폐쇄형+개방형 응답) 

  ¡ 자문회의 및 공청회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의 규모를 확장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 정책영역별 전문자문 의견 수렴

    - 「한국자원봉사의 해」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10 -

3) 연구수행 절차 및 그간의 경과 

  ¡ 연구수행절차 

     - 1단계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 자료수집 
       ※ 수집단위 : 제2차 기본계획 지속과제, 전문가 델파이조사,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기본계획 

     - 2단계 : 제3차 국가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적 및 정책영역별 과제 도출
       ※ 논의단위 : 연구진 워크샵, 행안부 연석회의, 중간보고회, 한국자원봉사의 해 

     - 3단계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내용 확정
      ※ 논의단위 : 연구진 워크샵,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의견수렴, 정책영역별 전문자문, 공청회

[그림 1-Ⅰ-3]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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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Ⅰ-1>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연구 수행 일정 및 내용

추 진 사 항 주 요 내 용 일 정

사전준비회의
행자부 간담회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 
’17. 3월

연구진 회의

착수보고회
· 연구계획 및 내용에 대한 자문

· 정부 및 자문위원 10명
’17. 5/23(화)

제2차 국가기본계획 

평가

실무자/전문가 설문 
조사(118명 대상)

· 제2차 기본계획 이행도 및
 기여도 인식 
 (유효응답 72명)

’17. 5/29~6/16

중앙부처 대상
이행 실적 평가 
(11개 부처 대상)

· 제2차 기본계획 이행실적 취합
  (9개 부처 제출)

’17. 6/16~7/14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103명 대상)

· 정책영역별 주요 과제에 대한 개방형 
 의견 수렴 및 질적 분석
 (유효응답 67명)

’17. 5/29~6/16

2차 델파이

(67명 대상)

· 정책영역별 과제 중요도 및 
 비전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유효응답 45명)

’17. 6/16~7/14

중앙부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관계관 간담회
· 제3차 부처별 기본계획 수립요청

· 12개 부처 15명 참석
’17. 6/14(화)

자료수집

(16기관 대상)
· 11개 부처 기본계획 취합 ’17. 6/16~7/14

광역시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광역센터

사무국장 간담회

· 제3차 광역시도 기본계획 수립

 요청 및 설명
’17. 5/30(화)

자료수집 · 17개 광역시도 기본계획 취합 ’17. 6/16~8/3

중간보고회
· 제2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및 제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
’17. 8/24(목)

한국자원봉사의 해 추진위원회 보고 
· 제3차 국가기본계획 비전과 목적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의견수렴
’17. 8/29(화) 

정책영역별 전문자문의견 수렴 · 1,2,3,5영역 전문자문회의 (총11명) ’17. 9/4~9/14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17. 9/19~9/26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 정부/지자체, 자원봉사 현장 및 

  관련 영역 전문가 의견수렴
’17. 10/13(금)

최종보고회 · 행안부 및 민간자문위원 6명 ’17. 10/24(화) 

             

            

q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기타 협력 활동 

   Ÿ 컨퍼런스 및 포럼 발제 (2회) : 제2차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및 

                                  제2차 국회자원봉사 포럼 발제

   Ÿ 지자체 자문 및 교육   (5회) :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센터, 

                            대구광역시센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계 간담회

   Ÿ 중앙행정기관 협력회의 (1회) : 코이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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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개요

1.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비

전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목

표

(패러다임)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확장

 (구조)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실천)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5대 정책영역 17개 정책과제 39개 세부과제

정책

영역 

및 

정책

과제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접근성 향상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1-4. 사회저변의 자원봉사 참여영역 확장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2-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2-2. 공적 자원봉사 진흥기구 정비

 2-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 협력 강화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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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영역별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명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명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1-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2-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
   기능 고도화

2-2. 공적 자원봉사 진흥기구 정비
4. (가칭)한국자원봉사진흥원 설립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2-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6.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서비스 고도화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이력관리제 시스템 구축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9.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봉사사업 촉진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지원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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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Ⅱ-1]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특징



제 2 부

자원봉사 현황 및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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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외 자원봉사의 현황과 전망

1.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과 진단

 1) 자원봉사 참여 현황 

¡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1980년대 초기 0.8%의 참여율(경제기획원, 1980)로부
터 시작하였음.

  -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1999년 『사회통계조
사』(통계청, 1999)에서는 13.0%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10%대에 진입함(정진경 
외, 2014). 

  -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9년까지 이어졌고 2009년에는 19.3%의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2011년부터는 감소‧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 2015년 『사회
조사』(통계청, 2015)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기준 16.4%의 참여율을 보임.

0.8%

5.4% 6.3%

13.0%
14.6%14.3%

19.3%
17.6%17.7%

16.4%

0.0%

5.0%

10.0%

15.0%

20.0%

25.0%

1980 1991 1993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그림 2-Ⅰ-1]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1980-2015) : 통계청
원자료 : 한국의 사회지표(1980‧1991, 경제기획원‧통계청. 전국민 대상), 

사회통계조사(1993‧1999‧2006, 통계청. 만15세 이상), 사회조사(2009‧2011‧2013‧2015, 통계청. 만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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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음(통계청, 2011‧2013‧2015). 15세 이상 인구 기준, 2011년 44.6%가 참여 
의향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36.1%가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보임. 

[그림 2-Ⅰ-2]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2011-2015)

원자료: 사회조사(2011‧2013‧2015, 통계청. 만 15세 이상)  

- 최근 『2017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4년 22.5%에서 2017년 21.4%로 1.1%의 감소
가 보고됨.

[그림 2-Ⅰ-3]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2002-2017) : 한국자원봉사문화
원자료 : 2017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17, 한국자원봉사문화. 20세 이상)

21.4 22.5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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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국가 수준에서의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정체 현상은 
특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자원봉
사 활성화를 위한 현행 공식 제도 설계 및 공식‧비공식 제도들의 이행 방식에 대
한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함(송정안, 2016). 

  -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자원 총량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
는 것이 적합한가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다만, 정체가 지속되거나 감소세로 나타
나는 경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의미함. 

  - 이러한 경향은 영국과 미국 등 한국과 같이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정책을 보유한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미권의 자원봉사제도 설
계 변화 사례들도 존재함(정진경‧이민영, 2017). 

 

¡ 참여율 감소 추세의 원인 및 참여환경 변화

  - 2010년을 전후로 한 이러한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 경향은 여러 가지로 진단이 
되는 가운데, 한국자원봉사의 해 국민운동을 위한 『10대 어젠다 모델사례 발굴 
및 보급』(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6: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참여율 감소 추세 
원인에 대한 의견이 수렴 되고 있음.

Ÿ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 상호확장의 한계
Ÿ 국가적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여유와 시간, 관심 부족
Ÿ 정부‧기업‧시민사회 섹터, 민관‧민민, 중간조직과 개별 단체들 간 연대 부족
Ÿ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게 하는 자원봉사조직들의 관료화‧소진
Ÿ 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된 자원봉사학습 설계의 영향
Ÿ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하락

   -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환경의 공식적, 비공식적 환경의 변화 및 제약 중 특히 새
롭게 주목받고 있는 참여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디지털 사회 발전과 SNS를 중
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음(정진경, 2017).   

Ÿ 한국의 SNS 사용률은 2011년 16.8%에서 2015년 43.1%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세대에서 이러한 디지털 공간으로의 이동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김
윤화, 2016. 정진경, 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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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4] SNS 이용률 변화 (2011-2015)
원자료 : 김윤화(2016: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형태 분석.

Ÿ 한편,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자원봉사활동들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
어지는 참여 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Ÿ 정진경 외(2015)에 따르면, 캠페인 참여, 기부와 모금활동, 멘토링‧상담,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일감들이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중 16%, 일감에 따라서는 80%를 상회하는 참
여비율도 나타남.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60%로 
높아,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공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Ⅰ-5] 온라인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의향
원자료 : 정진경 외(2015). 온라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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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 영역

  - 자원봉사 참여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참여자 구성, 즉, ‘누가 참여하
는가’의 문제임.

  -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문제는 여러 계층‧집단 간 고른 사회참여라는 민
주성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이슈임.

  - 기존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시민참여에 인구사회
학적 기준 다양한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하지 않는 경향은 일반적이며 (Goldfinch 
et al., 2009; Lucio, 2009; Lee & Brudney, 2009; Wilson, 2000), 왜 그러한지
의 원인 분석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의 논의가 이루어져 옴.

  - 2015년『사회조사』(통계청, 2015)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은 상대
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율이 높고, 다른 세대 대비 60대 이상과 2‧30대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
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Ⅰ-1>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만19세이상)

빈도 

(참여율,%)
평 균

표준

편차

사례수

(N=34,304)

성별
남  자 1,896 (11.8) 0.12 0.32 16,129
여  자 2,313 (12.7) 0.13 0.33 18,175

나이

20 대 580 (12.7) 0.13 0.33 4,575
30 대 606 (10.7) 0.11 0.31 5,642
40 대 1,113 (16.3) 0.16 0.37 6,835
50 대 1,073 (15.7) 0.16 0.36 6,825
60 대 이상 873 (8.00) 0.08 0.27 10,43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25 (7.20) 0.07 0.26 5,902
100이상 200미만 685 (9.30) 0.09 0.29 7,342
200이상 300미만 808 (11.3) 0.11 0.32 7,119
300이상 400미만 722 (13.8) 0.14 0.34 5,242
400이상 500미 581 (16.1) 0.16 0.37 3,361
600만원 이상 351 (17.6) 0.18 0.38 2,061

경제

활동

경제활동 유 2,818 (13.5) 0.13 0.34 20,876

경제활동 무 1,391 (10.4) 0.10 0.31 13,428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업 이하 337 (5.80) 0.06 0.23 6,547
중학교졸업 349 (9.60) 0.10 0.29 3,651
고등학교졸업 5,578 (12.3) 0.12 0.33 12,779

대학교졸업 이상 1,905 (16.8)  0.17 0.37 11,327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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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 타
(무료상담)

전체 58.2 19.4  7.8  8.0  4.1  17.6  
도  시(동  부) 59.0 17.0  8.6  8.1  4.1  18.4  

농어촌(읍면부) 54.5 31.7 4.1 7.4 4.1 13.2 
남    자 56.2 23.8 2.3 8.7 5.7 18.8 
여    자 60.1 15.4 12.9 7.4 2.7 16.4 
13～19세 59.6 18.7  -  7.2  1.2  30.3  

20～29세 73.4 8.7 0.4 11.4 5.9 9.8 
30～39세 53.0 15.0 27.4 4.2 5.7 6.7 
40～49세 51.1 16.4 27.2 7.5 5.7 7.7 
50～59세 61.1 25.2 3.3 10.5 7.2 10.5 
60세이상 50.4 35.1 0.8 9.1 5.7 9.6 

  - 자원봉사 참여 영역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대상 활동이 50%를 넘어 가장 높
은 비율의 참여 영역이 되고 있음. 이는 다른 영역 대비 사회복지 영역 활동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배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하, 환경보전‧범죄예방이 19.4%로 높고, 자
녀교육 관련과 행사활동이 유사하게 각각 7.8%, 8.0%의 참여율을 보임.

<표 2-Ⅰ-2>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참여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통계청, 2015) 

  -  세분화된 활동 영역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한국자원봉사문화, 2017)을 보면, 일
손돕기가 가장 지배적인 활동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인서비스, 모금, 교육, 
교통질서‧방범 영역이 6~7%, 보건, 생태계 등 나머지 영역들이 3% 이하의 참여율
을 보이고 있음.

[그림 2-Ⅰ-6] 자원봉사 세부활동 영역과 참여율
자료 :  한국자원봉사문화(201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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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표발의 주요내용

2008 정부 자문위원회 정비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폐지

2009
송영선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 등의 경력인정 

이성헌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

2010

이명수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상금 지급
으로 보호

유정현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유정

자원봉사활동을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지자체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봉협)에 자원봉사교육의 공식 권한 부여 △ 국가·지자체
가 한봉협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가·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를 직접운
영 금지 및 직영센터의 법인화 혹은 민간위탁

안경률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강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 △인증서 소지자 각종 요금
할인 △실적인증 기록·제공 △식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 △허위인증
에 대한 처벌

김우남 자원봉사 활동유형에 농어촌발전 및 도농교류 포함

2)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 현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제‧개정 현황
  - 한국은 자원봉사에 특정하는 별도의 법제를 갖고 있는 국가로 다른 국가 대비 상당

히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과 추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자원봉사활동기
본법’은 그간 여러 법률 체계 안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항
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을 국가적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의의를 가짐(정진경‧송정안, 2014).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하, 기본법)은 2005년 8월 4일 공포되었으며, 이어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되었음.

  - 기본법 제정 이래 나타난 주요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기본법 개정(2016.12.17):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조항 신설

        ‧ 자원봉사기본법시행령 개정(2014.7.7):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관련 개인정보 사
용에 관한 규정 신설

        ‧ 2006년 제정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이 2010년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으로 개정 

        ‧ 2017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새로 발간되었으
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하는 지침 마련 

- 비록 개정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논의되었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논
의는 다음과 같음(국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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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임영호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이상민
자원봉사자 실적인정: △자원봉사마일리지 적립 △공공요금 및 세금을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근거마련 △실적에 따른 국공립대학 편입학에 가산점 부여 △허
위인증에 대한 처벌

김태원 (모범운전자 사망사건 관련) 자원봉사자 안전보호: △위험이 따르는 자원봉사자 
공제가입 △피해 자원봉사자 지원예산 마련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강화전현희

2012

이명수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상금 지급
으로 보호

유정복 자원봉사활동의 민간주도성 강화: 국가·지자체의 한봉협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

김현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 부여

2013

이자스민 자원봉사 활동 유형에 농어촌 지역사회개발 활동 포함

양승조
현행 기본법을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으로 개정: △3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자
원봉사 관련 실태조사 △자원봉사 정보체계 구축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인증 
△자원봉사 관련 교육·홍보 활동 강화

안효대 자원봉사활동 유형에 인터넷 문화 관련 온오프 라인 활동 포함

안홍준
자원봉사 시간에 따란 마일리지 적립.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및 민간위탁시 국
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규정

2014 김윤덕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개정

2015 이철우 자원봉사 활동중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자원봉사공제회 설립

2016

진성준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 부여

이명수 자원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면책 

장정숙
△자원봉사를 가장한 재능이나 지식기부 강요 금지 △자원봉사 참가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

이명수

현행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 △자원봉사 유형에 온라인 자원봉사 포
함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지역의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
원봉사자의 선의의 과실에 대한 면책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 장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전문 교육△연구기관 지정·운영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 부여 △정부·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규정 △자원봉사 센터의 법인화 및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 인력 근
로기준 마련

2017

김광수 국가·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삭제

민경욱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법정화 △국가·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경비 지원 △재난구
호 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 부여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김승희 공공분야 해외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및 우대

      - 현 정부는 지난 정부 대비 자원봉사 관련 정책 의제를 보다 가시화하고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인 ‘4대 비전, 12대 과제’에 

자원봉사 관련 사항 포함.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과제 
중 하나로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정책 개선’이 명시됨.3)

        ‧ 당선 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
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세부과제로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20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를 설정함.4)

3) 더불어민주당(2017).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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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정책 추진 체계 및 정책 실행

  - 자원봉사정책 추진 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 나뉘며 자원봉사활동기본
법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의 정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2).

  - 자원봉사정책의 주요 추진 체계는 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와 정부 부처들로 나누어짐. 

  - 각 부처들 중 일부는 지역단위 실행조직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자원봉사
센터(행정안전부, 247개) 및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보건복지부, 17개), 청소년활
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17개)가 있음.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 총리)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 행자부 제2차관 )

관계

부처

여가부
교육부

문광부
행정안전부
(주관부처)

복지부 외교부

기능
청소년․학생 

자원봉사

→

←

문 화 예 술

분 야 자 원

봉사

→

←

․ 국가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시행계획 종합조정
․ 자원봉사 기본법 운영
․ 전분야 자원봉사 관리

→

←

 복지분야

 자원봉사

→

←

해외자원봉

사

관 련

기관

청소년활동

진흥센터(17개) 

(여가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역 246개)

사회복지자원봉

사관리센터(17개)
KOICA

     

[그림 2-Ⅰ-7] 정부의 자원봉사업무 추진체계도
               자료 : 정진경·송정안(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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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의 자원봉사 현황과 진단

1) 자원봉사 참여율 차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가장 최근 출간된 WGI(World Giving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1개
국 중 19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여줌. 

  - 표준화된 상대 비교를 위해 WGI가 제공하는 원자료를 가공하여 지수를 도출한 결
과5), 한국은 자원봉사 참여지수 0.41로 OECD 평균 0.49 보다 경미하게 낮아 중간 
수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음.

  - 가장 높은 참여지수 해당 국가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로 0.91의 높은 지수값을 
보임. 가장 낮은 참여지수는 0.09로 터키가 가장 낮은 참여 정도를 보이고 있음. 그
리스(0.16), 폴란드(0.16), 헝가리(0.19)도 낮은 참여 정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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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8] OECD 회원국 자원봉사 참여지수와 순위 (2016)
원자료: World Giving Index (2016)

5) LSM 정규화 방식을 따름.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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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참여율의 변화는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다양한 참여 수준을 
보이는 10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한 변화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 참여 지수를 활용하여 변화의 정도를 상대비교 한 결과, 한국은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가 감소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이러한 경향은 일
본,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됨.

  -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증가 추세가 바뀌는 경향
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점증적 증가와 급격한 증가의 양상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됨.

  - 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인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 그리스는 2011년 이후 최근 증
가를 보였으나, 터키의 경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006 2011 2016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inland

Norway

France

Germany

Japan

Korea, Rep.

Greece

Turkey

[그림 2-Ⅰ-9] OECD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변화 (2006, 2011, 2016)
원자료: World Giving Index (2016)

2)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 현황

¡ 미국의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

  - (주요 법체계) 연방 차원의 미국 행정부의 자원봉사정책은 캐네디의 ‘평화봉사단법
(1961)’, 닉슨의 ‘국내자원봉사활동법(1973)’, 부시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1990)’, 
클린턴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 신탁 기금법(1993)’, 그리고 가장 최근 오바마의 ‘에
드워드 캐네디 미국봉사법(2009)’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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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케네디 
대통령 
시기

존슨 
대통령 
시기

닉슨 
대통령 
시기

부시 
대통령 
시기

클린턴 
대통령 
시기

오바마 
대통령 
시기

법률
평화봉사단

법
(1961)

국내자원
봉사활동
법(1973)

국내자원봉
사활동법
(1973)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

법(1990)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

법 신탁 
기금법(1993)

에드워드 
캐네디 

미국봉사법(20
09)

핵심 
추진체계

PeaceCorps VISTA ACTION
Points of 

Light
CNCS CNCS 

특이사항 - -
3개부처 

자원봉사제
도 통합

자원봉사센터 
통합

VISTA 통합 -

<표 2-Ⅰ-3> 미국 연방 정부의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 변천

 자료: 염철현(2009)을 재구성.

  - (정부 기구) 현재 미연방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의 특징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강화된 
CNCS(Corporation of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라는 추진체계와 해당 공사
를 통해 운영‧관리되는 여러 ‘국가봉사단’이라는 정책수단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임. 

  - (주요 정책사업) 미국의 자원봉사정책은 점차 자원봉사사업의 성과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발전해 옴. 특히, AmeriCorps를 대표로 하는 여러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은 자원봉
사자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혁신기금을 통해 자
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정진경‧송정안, 
2014;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5).

  
  - (전국적 민간조직)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자원봉사 조직은 촛불재단(Points of Lights 

Institute)으로 1990년 전국‧지역사회봉사법에 만들어졌으며, 전국 자원봉사센터(민간)들
을 통합하여 약 500개의 자원봉사센터 인프라를 보유함. 전국의 자원봉사단체들과 협
력하며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한국자원봉사협
의회, 2012). 1993년 전국‧지역사회봉사법 신탁기금법을 통해 CNCS가 생기면서 민간
자원 확보 등 민간 강점을 살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의 자원봉사정책 및 제도
 
  - (협약체계) 영국은 미국과 달리 자원봉사에 특정한 법률 체계를 갖지 않으며, 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요 국면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한 협의와 협약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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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1945-1969)
2기(1970-1997) 3기(1998-2009) 4기(2010-2016)

보수당 집권(히스, 대처, 메이저) 노동당 집권(블레어, 브라운) 보수당 집권(캐머런)

·베버리지 
‘자원활동
보고서’
(1948) 

·내무부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1973)
·Wolfenden ‘비영리조직의 
미래보고서’(1978)
·자원봉사컨소시움(1983)
·자원봉사활성화 
캠페인, NHS 등 
정부기관· 자원봉사자 
협력(1994-1997)

·제3섹터청 설치
·정부·비영리조직 협약(the 
Compact) 결성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개발조직, 
영국자원봉사협의회(Volunteer
ing England) 지원 

·시민사회청(명칭변경)
·지역사회의 자발적 
문제해결(social action, informal 
volunteering) 강조
·정부·비영리조직 협약(the 
Compact) 유지

Ÿ 1948년 ‘베버리지 자원활동 보고서’를 시작으로 1970-1997년에 이르는 보수당 집
권 기간에는 자원봉사개발 인프라의 필요성이 민간으로부터 제안되거나 부처별 자
원봉사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정부지원으로 실행됨(Hilton, 2012). 

Ÿ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정책은 이후 1998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노동당 집권 시기
에 ‘협약’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음. 이 시기는 민간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됨.

  - (정책 변화) 가장 최근 2010년부터 재집권한 보수당은 ‘큰사회’(Big Society)라는 의제
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음(정진경‧이민영, 2017). 다만 이전 
‘협약’이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을 통한 자원봉사라는 공식적 자원봉사 위주의 자원봉사
개발 프레임이었다면, ‘큰사회’는 이보다 전향적으로 지역사회와 개인의 비공식적 자원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개발의 지평을 넓혀갔으며, 이 기간에 노동당 정부 시기 점차 감소
하던 자원봉사 참여율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함(영국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6).

<표 2-Ⅰ-4> 영국 자원봉사제도의 변화

   자료: 송정안‧이혜영(2017)

- (정부 기구) 영국은 자원봉사, 기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정
책실행기구인 정부조직을 갖고 있음. 해당 조직은 ‘시민사회청’에서 ‘시민사회혁신
청(Office for Civil Society and Innovation)’으로 2016년에 명칭을 변경하였으
며, 내각부(Cabinet Office)에서 개별 부처(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로 소관 이동됨(May, 2016)7). 공식적으로 영국정부가 의회보고
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민사회혁신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6) 영국 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ommunity-life-survey. 2013)
7) 영국의회 총리 서면제출 자료(2016년 7월 21일). 영국의회 문서번호 HCWS124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
n-statement/Commons/2016-07-21/HCW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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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원봉사, 사회참여, 지역사회활동, 자선을 증진시킴

Ÿ 보다 독립적이며 회복성을 갖는 자원‧지역‧사회적경제 섹터를 창출

Ÿ 영리섹터의 사회적 영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사회투자와 사회혁신채권을 진흥함

Ÿ 상호부조 개발에 관련된 정부조직들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함

Ÿ 사회적 가치 지향 비지니스에 대한 정부정책을 개발함

Ÿ 청소년 정책을 지원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과 리더십 기회 제공

Ÿ 국가봉사단을 확대함

- (민간 대표조직) 영국자원단체협의회(NCVO)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원단체들
의 협의체이자 대정부 협력 파트너임. 2012년 자원봉사센터 대표기구
(Volunteering England)를 통합하면서 자원봉사센터‧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의 기
능이 강화됨(NCVO 홈페이지 참조). 현재 자원봉사정책 연구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활발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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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전망

1)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q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 결과 시민사
회 관련 주체인 시민단체(2.4점)가 의료계와 금융기관(2.5점)에 이어 높은 신뢰도를 보
이고 있음. 

0.0 0.5 1.0 1.5 2.0 2.5 3.0

법원

국회

의료계

대기업

군대

금융기관

TV방송사 2.4
2.4

2.5
2.4
2.4
2.4

2.2
2.3

2.5
2.3

1.8
2.2
2.2

[그림 2-Ⅰ-10]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수치는 4점 만점 환산점수임.

q (사회·정치단체 활동의 중요성 인식) 사회·정치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7점 만점에 4.3점 수준으로 나타났음.
                                                                   (단위: %)

0

10

20

30

40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8
13.9

19.3

31

12.28.86.1

[그림 2-Ⅰ-11] 사회·정치단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q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 정도 인식) 주요 집단 간 협력과 관련해 시민들은 정부
와 시민단체간 협력의 정도는 중간정도의 수준(1.9점)으로 중앙부처간 협력(2.2점)과 여야
간 협력(1.7점)의 중간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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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7 2014 2011

친목회/계모임 60.1 68.7 65.7

동창회, 향우회 43.6 50.3 55.3

종교단체/종교소모임 16.4 20.0 34.6

직장모임/노동조합/직능단체 9.0 14.2 20.6

인터넷 카페활동, 온라인커뮤니티 6.1 11.4 15.5

스포츠,예술,취미 동호회 7.7 11.3 19.9

소속단체 없음 20.0 9.3 4.9

자녀 학교모임, 학부모회 5.5 9.0 14.0

전우회, 재향군인회 2.2 4.0 3.1

구호 및 지원단체 3.9 4.0 18.8

지역풀뿌리조직 1.3 3.7 7.1

시민사회단체 1.5 1.5 5.5

국민운동단체 - - 4.6

정치조직, 정당 0.8 1.0 3.4

0.0 0.5 1.0 1.5 2.0 2.5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 2.2

2.1

2.1

1.9

1.9

1.7

[그림 2-Ⅰ-12]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 정도에 관한 인식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수치는 4점 만점 환산점수임.

q (사회단체에 참여해 활동하는 정도) 사회단체에 참여해 활동하는 정도에 관한 조사
에서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은 5%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주목할 만한 경향은 
대부분의 유형의 단체들에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소속단체가 
없는 시민들의 비율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음. 

<표 2-Ⅰ-5> 사회단체 참여 활동율(단위: %)

         출처: 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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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해 모든 활동
이 투표참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명운동이 1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시위·집회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음.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불매운동

서명운동

시위 집회

정부나 언론에 의견제시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제출

투표참여(제18대 대선) 82.8

7.9

8.8

7.6

17.5

9.2

[그림 2-Ⅰ-13]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참여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2) 시민사회단체 현황

q (시민사회단체의 수) 2010년대 들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4∼5만개 가량으로 추
산됨(박상필 2011, 131). 2012년 발간된 비영리민간단체총람을 기반으로 파악된 전국
의 시민사회단체는 11,769개임. 이중 활동영역이 ‘자원봉사’로 분류된 단체는 7.4% 가
량인 871개로 나타남. 하지만 복지를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단위: %)

0 2 4 6 8 10 12 14 16 18

복지

환경

문화·체육

여성

기타

도시·가정

외국인·재외동포

농어민

노동·빈민

온라인 활동

모금 0.3
0.7
0.9

1.3
1.4
1.4
1.6
1.9
1.9

2.5
3

3.8
4.6

5
5.2

7.4
8.2
8.4

12
12.3

16

          출처: 공석기·임현진, 2016
[그림 2-Ⅰ-14]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야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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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사회단체들의 창립연도별 분포) 창립년도별 분포를 보면 1990년대부터 단체
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전체 단체의 절반 이상이 창립되는 
폭발적 성장이 이어졌음. 2010년대의 통계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향후 추이를 지
켜볼 필요가 있음.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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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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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15] 시민사회단체들의 창립연도별 분포
          출처: 공석기·임현진, 2016

q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별 분포) 단체들의 지역별(광역자치단체) 분포를 보면 전국 
단체 중 1/4 가량이 서울에 있고, 절반가량이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분포돼 
있어 지역별로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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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16]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역별 분포
          출처: 공석기·임현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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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현황) 2009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단체들
의 논의와 실천으로 도입된 마을만들기 활동이 2010년대 들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
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및 주민모임이 시민사회의 성장 및 분화
를 이끌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의 마을공동체의 규모는 
2006년 28개에서 출발해, 10년만에 8,184개로 급성장했음.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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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1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전국의 마을공동체 현황

      출처: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olop.or.kr).

q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아울러 한국 시민사회의 분화와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분야는 사회적 경제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조직들에는 사회적 기
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음.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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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Ⅰ-18]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출처: 최혁진, 2015.
          주: 협동조합 개수에는 사회적협동조합 236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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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Ⅰ-6>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과 개요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활성
화및지원에관

한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

향상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작연도 2007 2010 2011 2012 2012

주참여자 취약계층중심 지역주민중심 농어촌주민중심
저소득층중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해당사자 
중심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각종세제 및 

금융혜택

시설비, 
경영컨설팅 등 

최대 
2년(기업당 
8천만원)

제품개발비, 
경여컨설팅

(기업당 
5,000만원)

인건비 
지원(기초생활수
급자 최대 2년), 
초기사업자금융

자 등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개수
(시점)

1,251개
(2014.12)

1,119개
(2013.12)

867개
(2013.12)

1,340개
(2013.8)

6,424개
(2014.12)

중간지원
조직

사회적기업진흥
원

(공공기관, 
권역별통합지원

기관 16)

마을기업지원
센터

(사단/재단법인)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중앙(1), 
광역(10), 

지역자활센터
(247)

사회적기업
진흥원

(공공기관, 
권역별통합지
원기관 16)

관련예산
(2014) 국비 1,559억원 국비 388억원 국고 405억원

지방 202억원 5,494억원 33억원

 출처: 최혁진, 2015.

3) 시민사회의 지형

q (시민사회의 성장기)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직 성장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과 관련 주체들의 규모와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자
원봉사 부문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분화’, ‘융합’, ‘거버넌스’, ‘중간
지원조직’ 등 3가지 열쇠말로 포착해 볼 수 있음.

q (분화) 1980년대 말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다
양한 부문으로 분화돼 왔음. 

¡ 전통적으로 활동해온 국민운동(과거 관변단체), 민중운동(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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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으로부터 시민운동과 보수적 시민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 자원봉사와 개발
복지 부문이 활성화 됐음. 

¡ 여기에 최근에는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에 주목하는 사회혁신 까지 시민사회는 다양한 부문으로 분화되고 있고, 이는 시민사
회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음.

q (융합)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의 
각 부문간의 소통과 연대의 부재, 심지어 비생산적인 경쟁과 알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시민사회 각 부문의 공익활동들이 각각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의 긍정적인 변
화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떠
오름. 

¡ 한편 실천현장의 수준에서는 이미 다양한 부문간의 융합이 나타나고 있음. 자원봉사
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는 시민운동,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 속
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평생학습 자원봉사’, ‘자원봉사 마을만들기’나 대학사회봉사
단의 ‘사회혁신 자원봉사’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융합의 실천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 

¡ 자원봉사 부문이 이러한 융합의 조류를 파악하고, 분화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들
과의 접목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q (거버넌스:협치)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
기 힘든 사회적 문제와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를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인 조류로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 있
어서도 나타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정부3.0’과 서울시의 ‘협치2.0’은 정부와 시민
사회간 협력이 정책의 중심에 놓인 사례임.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은 각
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음. 

¡ 자원봉사 부문은 ‘어려움에 처한 동료 시민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 자원봉
사가 지닌 잠재성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역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한국자원봉사의 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거버넌스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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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년도 규율내용
상속세 및 
법인세법 1950년 공익법인: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하는 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51년 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민법 1960년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975년

공익법인: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
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

q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
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동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되고 
있음. 

¡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지원센
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GO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포함됨. 중간지원조직이 지
닌 고유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사회 네트워킹임. 

¡ 각 중간지원조직들이 관리하는 참여 시민들, 그리고 네트워크는 상호 중첩될 것임. 이
와 관련해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중첩이 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는 각각의 네트워크가 연결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 중간지원조직들이 부문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4) 한국 시민사회의 전망

(1)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q (시민사회 관련 법령 현황) 시민사회의 활동을 규율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마련돼 있음. 

<표 2-Ⅰ-7> 시민사회 관련 법령 현황



- 38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
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6년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

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0년

국제개발협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
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협동조합

법안 대표발의자 규율내용
공익활동가공제회법안 유재중 공제회 가입대상: 자활센터,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종사하는 활동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

전에 기여하는 가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마을공동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 유민봉 지역공동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
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유승민
사회적경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
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윤호중
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
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
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
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q (시민사회 관련 법안 현황) 시민사회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 외에도 다양한 
관련 법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중 최근 20대 국회에서 논의 중
인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Ⅰ-8> 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민사회 관련 법안 현황

¡ 자원봉사 부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영향을 받지만,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과 같은 인근 법제도와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받음. 아울러 시민사회 부
문간의 연결을 위해 인근 법제도에 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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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흐름

q (자원봉사 활성화 과제) 시민사회 관련 정부정책의 방향과 흐름은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명박 정부시기에는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로 운영
됨)가 설정한 과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과제는 
1·2차 과제 모두에 포함돼 있음.

¡ 시민사회 발전 10대 과제
<표 2-Ⅰ-9> 1·2차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10대 과제 (2004, 2012)

1차 10대 과제 (2004) 2차 10대 과제 (2012)
1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참여  시민교육 활성화 
2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문화(기부·자원봉사) 활성화 
3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사회 센서스(전수조사) 
4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NGO 기금 설치 
5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NGO 센터 설치 
6 한국 시민사화단체의 국제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성화) 
7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국제연대 및 협력역량 강화
8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국회의 파트너십 구축  시민사회발전법·제도정비
9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정부-시민단체간 거버넌스 문화확산과

 제도화 
10 시민사회단체와 타영역의 파트너십구축

(언론, 종교 등)  제3섹터 중앙부처 신설

    출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04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 2012.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인 ‘국민 인권을 우선하
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하위 정책과제에 다음의 두 가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과제가 포함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
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20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
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ㆍ지자체 책무 강화. 기부금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자원봉사 활성화 국정과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들이 논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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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전국 단위 자원봉사진흥 업무 전담조직 설립(예: 자원봉사진흥원).

-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직의 정규직화

- 자원봉사의 량(시간) 중심 관리방식의 혁신

-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촉진: 신중년층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최근 자원봉사 관련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자원봉사 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문제 해결
역량이 강조되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부정책이 조응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자원봉사 관련 
제주체들은 일련의 상황을 우리사회의 자원봉사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될 수 있는 계
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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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의 평가

1. 평가의 개요

1) 분석 대상 및 프로세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년) 수립(‘12.12월)

  -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이와 함
께,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법정계획으로 강제력 및 구속력을 띈
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제2차 국가기본계획 평가는 제2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중앙부
처의 기본계획 이행과제(사업)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현장의 인
식은 이해관계자(학계, 단체, 센터 등)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8)

¡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후자에 대
해서는 자원봉사현장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 자원봉사진흥에 기여, 
성과·미흡·지속과제 등 제반인식을 확인

  ※ 시행계획 제출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17개광역자치단체이지만, 여기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여하에 따라 지자체의 이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제한

¡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함

8) 시행계획의 성격(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0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부문별 계획을 망라한 종합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
- 각 부처별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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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Ⅱ-1]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평가 체계도

2) 분석방법

¡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 기본계획과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이행된 과제와 예산을 정책영역별 및 
9개 부처별*로 구분하여 평가
*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 시행계획은 해당 중앙부처가 국가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토대로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확정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행정도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실시 후 spss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분석 등 실시

  - 설문결과의 함의 확인을 위한 추가 심층인터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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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평가 : 중앙부처 대상

1) 종합

¡ 이행률  

  - (세부과제 수 기준) 세부과제 건은 기본계획 기준상 추진기간에 따라 최소 27개 ~ 
최대 29개를 수행해야 하며 시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수행한 것은 최소 21개 ~ 
최대 28개로 확인, 총 89.7%의 이행률을 보임 

  - (부처추진 세부과제 수 기준) 부처가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 건은 기본계획 기준상 
추진기간에 따라 최소 50개 ~ 최대 56개를 수행해야 하며 시행계획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부처가 연차별 수행한 것은 최소 46개 ~ 최대 51개로 확인. 총 89.2%의 이행률
을 보임

  - (예산 기준) 68.9%를 이행

<표 2-Ⅱ-1>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이행률9)

구분
2013 2014 2015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과제 
(개)

27 21(2) 32 28(4) 28 27(3)

부처추진 
세부과제 

50 48(8) 56 51(6) 54 47(5)

추진예산
(백만원)

137,977.5 139,556.5 149,527.5 137,441 165,006.5 24,823.7

구분
2016 2017 합계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률

세부과제 
(개)

29 26(3) 29 28(4) 145 130(16) 89.7

부처 추진 
세부과제 

54 46(6) 55 48(10) 269 240(35) 89.2

추진예산
(백만원)

182,301.5 132,441.5 196,961.5 138,774.1 831,774.5 573,036.8 68.9

주) 부처 추진 세부과제는 ‘지자체’로 명시한 것은 제외 

* 이행률은 시행계획의 기본계획 반영 정도를 의미

* ‘기본계획’이라 함은 제2차 국가기본계획을 의미 

* ‘시행계획’이라 함은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부처가 부문별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이에 자원봉사진흥위원

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을 의미 

9) 세부과제와 부처추진 세부과제는 그 의미가 상이함. 전자는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기준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한 과제이며, 후자는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나 부처를 기준으로 동일과제라 
하더라도 중복이 반영되어 제시한 과제를 의미. 따라서 전자보다 후자가 항상 그 수가 많은 구조임. 특히, 
전자는 해당 과제를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해당과제를 부처가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
의 문제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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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평가
¡ 영역별 부처추진 세부과제 이행률

<표 2-Ⅱ-2> 영역별 세부과제 이행률

   

구분
2013 2014 2015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제Ⅰ영역 15 15(4) 16 15(1) 13 14(2)

제Ⅱ영역 12 12(2) 12 12(2) 11 13(2)

제Ⅲ영역 8 9 9 9 9 8

제Ⅳ영역 12 6(1) 12 8(2) 12 5

제Ⅴ영역 3 6(1) 7 7(1) 9 7(1)

합계 50 48(8) 56 51(6) 54 47(5)

구분
2016 2017 합계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률

제Ⅰ영역 13 13(1) 13 13(1) 70 70(9) 100.0

제Ⅱ영역 11 13(3) 11 13(3) 57 63(12) 110.5

제Ⅲ영역 9 9(1) 9 9(1) 44 44(2) 100.0

제Ⅳ영역 12 4 13 6(2) 61 29(5) 47.5

제Ⅴ영역 9 7(1) 9 7(3) 37 34(7) 91.9

합계 54 46(6) 55 48(10) 269 240(35) 89.2

주) 시행계획 제출대상 기관 9개를 기준으로 제시
주) ( )은 시행계획에는 없으나 실제 세부과제와 유사한 이름으로 수행된 과제의 수를 의미(부처 제출 자료 분석) 
주) 당초 기본계획상의 기간과 다르더라도 세부과제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추진연도를 고려 시행계획 연도에 산입  

¡ 영역별 예산 투입 이행률
<표 2-Ⅱ-3> 영역별 예산 투입 이행률

구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제Ⅰ영역 9,907 7,866 10,672 8,083 11,242 6,063

제Ⅱ영역 11,488 17,738.5 12,574 8,977 13,107 16,354

제Ⅲ영역 11,247.5 10,583.5 11,307.5 9,863 11,297.5 1,985.7

제Ⅳ영역 195 237.5 455 207 325 142

제Ⅴ영역 105,180 103,131 114,519 110,311 129,035 279

합계 137,977.5 139,556.5 149,527.5 137,441 165,006.5 24,823.7

구분
(단위: 백만원)

2016 2017 전체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율

제Ⅰ영역 11,872 6,294.5 12,524 6,532 56,217 34,838.5 62.0

제Ⅱ영역 13,507 4,309 13,907 10,810 64,543 58,188.5 90.2

제Ⅲ영역 11,267.5 1,942 11,297.5 6,214.06 56,417.5 30,588.26 54.2

제Ⅳ영역 355 120 530 120 1.860 826.5 44,435.5

제Ⅴ영역 145,300 119,776 158,703 115,098 652,737 448,595 68.7

합계 182,301.5 132,441.5 196,961.5 138,774.1 831,774.5 573,036.8 68.9

주) 예산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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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평가

¡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률
<표 2-Ⅱ-4>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률

교육부 5 3 5 3 5 3 5 3 5 3 25 15 60.0

외교부 2 1 4 2 5 2 5 2 5 2(1) 21 9(1) 42.9

행정안전부 25 21(5) 30 23(3) 26 22(2) 27 23(3) 27 25(5) 135 114(18) 84.4

문화체육관광부 1 4 1 4 1 4 1 3 1 3(1) 5 18(1) 360.0

보건복지부 5 7(1) 5 7(1) 5 5(1) 5 5(1) 5 5(1) 25 29(5) 116.0

여성가족부 6 5 6 5 6 5 6 4 6 4 30 23 88.5

경찰청 - 1 - 1 - 1 - 1 - 1 - 5 500.0

소방방재청 - 1 - 1 - - - - - - - 2 200.0

문화재청 3 5(2) 3 5(2) 3 5(2) 3 5(2) 3 5(2) 15 25(10) 166.7

소계 47 48(8) 54 51(6) 51 47(5) 52 46(6) 52 48(10) 256 240(35) 93.8

국무총리실 1 - 1 - 1 - 1 - 1 - 5 - -

고용노동부 1 - 1 - 1 - 1 - 1 - 5 - -

통계청 1 - - - 1 - - - 1 - 3 - -

전체 50 48(8) 56 51(6) 54 47(5) 54 46(6) 55 48(10) 269 240(35) 89.2

주) 이행률 93.%는 시행계획 제출대상은 주무부처 9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이행률 89.2%는 당초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무부처를 포함하여 명시한 것임   
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통계청은 기본계획에는 주무부처로 존재하나 시행계획 제출대상은 아님.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기본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

계획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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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행 정도와 이행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기여 정도와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반영해야 할 경우 그 

이유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정책영역별 인식

- 총 5개 정책영역에 대해 각 영역별 세부과제의 이행 정도
- 총 5개 정책영역에 대해각 정책영역별 세부과제의 기여 정도
- 총 5개 정책영역에 대해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중 2가지씩 선택: 성과과제, 미흡과

제, 지속과제 

인구통계학적 
속성

- 소속/활동분야, 자원봉사분야 또는 연구경력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11 15.9

활동
경력

5년이하 15 21.74

자원봉사센터 23 33.3 10년이하 11 15.94

중앙부처 5 7.25 15년이하 18 28.99

광역자치단체 8 5 20년이하 13 18.84

학계 5 7.2 20년이상 10 14.49

기업 등 기타 17 24.6 - - -

3.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평가 : 자원봉사현장 인식조사

1) 조사개요

q 설문조사

  ¡ (목적)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여 제3차 국가기본계
획 수립의 방향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 이해관계자의 인식
을 조사·분석·진단하기 위함

  ¡ (대상) 조사참여자 풀(118명) 대상, 유효응답 72명(61%)

  ¡ (분석기법)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을 실시 

  ¡ (내용)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각 정책영역별 이행정도, 기여정도, 
세부과제 중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등, 인구통계학적 속성

q 인구통계학적 속성

N=69명(100%), 3명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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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분석결과
<표 2-Ⅱ-5>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현장전문가 평가인식 분석결과 요약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적 이행도  전반적 기여도

전   체 2.77 (55.4점) 2.89 (57.8점)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3.01 (60.2점) 3.10 (62.0점)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인프라 2.36 (47.2점) 2.50 (50.0점)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2.84 (56.8점) 2.99 (59.8점)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2.61 (52.2점) 2.70 (54.0점)
제5영역: 자원봉사 글로벌협력 2.57 (51.4점) 2.69 (53.8점)

q 국가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이행되지 않음’이 45.7%로 ‘이행됨’ 28.5%에 비해 17.2%p 높음
  ¡ 자원봉사단체 및 학계에서 특히 부정적 인식 높음
  ¡ 활동경력이 길면 길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음
  ¡ 이행되지 못한 이유로 ‘추진체계별 역할 불명확’, ‘자원봉사계와의 연계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그림 2-Ⅱ-2]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이행도 및 원인에 대한 인식

q 국가기본계획의 전반적 기여 정도

  ¡ ‘기여하지 못함’이 37.2%로 ‘기여함’ 28.5%에 비해 8.7%p 높음
  ¡ 자원봉사단체에서 특히 부정적 인식 높음
  ¡ 활동경력이 길면 길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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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하지 못한 이유로 ‘자원봉사분야의 변화기 느껴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원봉사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를 그 이유로 들고 있음 

 

[그림 2-Ⅱ-3]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기여도 및 원인에 대한 인식

q 2차 국가기본계획의 3차 계획 반영 필요 정도

  ¡ ‘반영 필요’가 72.9%로 ‘반영 불필요’ 8.5%에 비해 64.4%p 높음
  ¡ 소속과 활동과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
  ¡ 활동경력이 길면 길수록 긍정적으로 인식
  ¡ 일부 과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연속성 유지 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를 응답  

<표 2-Ⅱ-6>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정책 영역별 성과 및 미흡 과제

성과 과제 비율(%) 미흡 과제 비율(%)

제1영역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23.5 자원봉사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 24.2

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 19.1 자원봉사 개방성과 소외층 참여증진 18.2

제2영역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37.3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21.7

없음 18.0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19.4

제3영역
자원봉사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32.7 자원봉사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31.9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21.5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22.7

제4영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29.4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 30.3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24.5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평가 20.2

제5영역
없음 31.0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 27.7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19.8 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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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에 대한 인식

  ¡ (이행정도) 이행됨(40.8%) > 이행되지 않음(35.5%) 
  ¡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여함(45.1%) > 기여하지 못함(32.4%)  
  ¡ (주요 성과과제) 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19.1%),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23.5%)
  ¡ (주요 미흡과제)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24.2%), 자원봉사의 개방성

과 소외층 참여증진(18.2%)
  ¡ (주요 지속과제)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20.6%), 자원봉사의 개념정

의 통일(16.2%), 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16.2%)

[그림 2-Ⅱ-4]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제1영역: 성과·미흡·지속 과제 

q 2 영역(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에 대한 인식

  ¡ (이행정도) 이행됨(14.3%) < 이행되지 않음(54.3%) 

  ¡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여함(18.6%) < 기여하지 못함(48.6%)  

  ¡ (주요 성과과제)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37.3%),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14.7)

    * 성과가‘없음’또한 17.6%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큼

  ¡ (주요 미흡과제)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21.7%),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
비(19.4%)

    *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은 성과과제인 동시에 미흡과제로 인식되어 주체별 인식차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

  ¡ (주요 지속과제)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제정비(22.1%),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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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Ⅱ-5]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제2영역: 성과·미흡·지속 과제 

q 3 영역(자원봉사관리와 개발)에 대한 인식

  ¡ (이행정도) 이행됨(27.5%) < 이행되지 않음(37.7%) 

  ¡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여함(36.2%) > 기여하지 못함(31.9%)  

  ¡ (주요 성과과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32.7%), 지역사회 자
원봉사 리더 육성(21.5%)

  ¡ (주요 미흡과제)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21.7%),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22.7%)

  ¡ (주요 지속과제)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25.2%),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21.1%),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20.3%) 

[그림 2-Ⅱ-6]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제3영역: 성과·미흡·지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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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영역(자원봉사 연구와 평가)에 대한 인식

  ¡ (이행정도) 이행됨(13.4%) < 이행되지 않음(43.3%) 

  ¡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여함(14.9%) < 기여하지 못함(37.4%)  

  ¡ (주요 성과과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29.4%),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24.5%) 

    * ‘없음’ 또한 18.6%를 보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주요 미흡과제)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30.3%),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20.2%), 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18.5%)

  ¡ (주요 지속과제)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26.8%),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18.7%)

[그림 2-Ⅱ-7] 제2차국가기본계획 제4영역: 성과·미흡·지속 과제 

q 5 영역(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인식

  ¡ (이행정도) 이행됨(13.3%) < 이행되지 않음(46.1%) 

  ¡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기여함(22.4%) < 기여하지 못함(44.8%)  

  ¡ (주요 성과과제)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19.8%), 해외자원봉사 프로
그램 정비 및 개발(10.5%)

    * ‘없음’ 또한 36.0%를 보인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실제 이루어졌으나 성과공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필요 

  ¡ (주요 미흡과제)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27.7%), 자원봉사 국제개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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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프로그램 개발(22.3%)

  ¡ (주요 지속과제)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23.5%),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20.9%)

[그림 2-Ⅱ-8] 제2차국가기본계획 제5영역: 성과·미흡·지속 과제 

4. 소결 및 시사점

q 제2차 국가기본계획 중앙부처 이행률

  ¡ 2013~2017년 간 세부과제 이행률은 평균적으로 93.8%를 보임. 특히, 제2영역(자
원봉사 지원 인프라)은 계획 대비 초과 이행을 보이는 반면, 제4영역(자원봉사 연
구와 평가)의 이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쉬움 

  ¡ 한편, 영역별 예산 투입 이행률은 전체 계획 대비 68.9%를 보여 과제는 이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360%), 보건복지부(116.0%)가 
100%를 상회하지만, 이는 국가기본계획에 실제 추진해야 할 과제수의 과소대비 
추진해야 할 과제수의 과다로 인한 문제라 판단됨. 이와 달리, 행정안전부는 자원
봉사 주무관청으로 매년 적게는 22개, 많게는 27개의 과제를 이행해야 하므로 과
제 이행이 상대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외교부
(42.9%)의 과제이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의견공유 등이 체계
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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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자원봉사 현장의 인식

  ¡ 전반적으로 2차 국가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45.7%)이 ‘이행
됨’(28.5%)에 비해 1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여하지 못함’(37.2%)로 ‘기
여함’(28.5%)에 비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높
았음. 이와 함께 2차 국가기본계획의 3차 계획에 대한 반영 정도에 대해서 ‘반영 
필요’(72.9%)에 대한 인식 높음

  ¡ 한편, 부정적 인식은 자원봉사단체일수록, 해당 분야의 경력이 길면 길수록 연관성
이 높게 발견되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과 관계없이 부정적 견해가 노
정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기본계획 수립 또는 더 나아가 연차별 과제 진행 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 의견 개진, 성과 등에 대한 공유 등이 요구된다 하겠음

  ¡ 자세히 살펴보면, 제1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에 대해서는 이행정도에 대해 긍정
적 인식을 보이고,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그 외 2~5영역 모
든 부문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이행으로 성과를 보인 과제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은 ‘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1영역),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
립’(2영역),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3영역),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5영역)’가 그것임  

  ¡ 그에 반해, 미흡과제로 인식되는 과제의 향후 지속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는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1영역), ‘자원봉사의 개념정의 통일’,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2영역),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3영역),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3영역), ‘자원봉사
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4영역),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평가’(4영역), ‘자원
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5영역)이 그것임  



제 3 부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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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 개요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정책우선순위

q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Ÿ 연구내용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

            국가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도출 

Ÿ 조사단계 및 내용 : 2단계로 구분하여 접근 

Ÿ 표본추출방법 : 눈덩이식 표집(snowballing sampling)과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 한봉협, 중앙센터, 학회, 행안부 등으로부터 1차 추천

Ÿ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Survey Monkey)

Ÿ 조사기간 : 1차- 2017.6.5~6.27(23일간), 2차- 2017.7.10~7.24(15일간)

Ÿ 조사 참여자 패널 : 민간전문가 103명 대상, 

                     1차 참여자 67명(응답률 65.0%), 2차 참여자 45명(67.2%)

q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총 5개 정책영역 639개 정책과제가 제안됨 
  - 정책영역별 제안 건 수는 제 2영역인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관련 과제 제안 건 수

(237건)가 가장 많았으며, 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154건), 제 1영역 자원
봉사문화와 참여(99건), 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87건), 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62건) 순임.

  - 도출된 정책과제의 빈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재편
(64건), 자원봉사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제도개편(55건),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편(52건) 순으로 언급 빈도가 많으며, 범국민 자원
봉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3건),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7건)은 정책과
제로 언급된 빈도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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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Ⅰ-1>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정책영역 도출된 정책과제 빈도(%) 대분류 빈도

제1영역
자원봉사문
화와 참여

(n=99)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및 가
치 확산 22(22.2) -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 자원봉사 가치 확산 2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
신성 등 가치 확산

31(31.3) - 시민성, 공동체성 가치확산
- 혁신성 등 가치확장

18
13

일상속, 생애주기별 자원봉
사참여확대 20(20.2)

- 생활 속의 자원봉사
- 청소년
- 생애주기 전반
- 성인 및 은퇴자

7
2
9
2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 기
능 강화 7(7.1) - 마을중심 공동체적 자원봉사 확장 7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
램 활성화

3(3.0) - 자원봉사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성화 3

테마별 연중 캠페인 및 다양
한 홍보방식의 확대 16(16.2) - 테마별 캠페인 

- 홍보 강화 및 방식의 확대
13
3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n=237)

자원봉사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제도개편 55(23.2)

- 제도 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
- 인적 인프라 확충
- 기타

34
6
7
8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편 52(21.9)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 법령 정비
33
19

지역사회 단체 등 지원방안 
전환 15(6.3) - 민간조직 역할 재정립 및 지원 15

자원봉사 진흥기금의 다각화 17(7.2) -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 공동모금회와 연계 등  

14
4

정보 중심의 포털시스템으로 
전환 33(13.9) - 시간관리 중심의 자원봉사 전산시

스템 기능전환 33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
능 및 역할 재편 64(27.0)

- 민간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중간조직 설립 및 운영
- 진흥위원회 활성화
-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32

9
23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n=154)

자원봉사 관리의 방향과  체
계혁신 20(13.0) - 자원봉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0

효과적 자원봉사 관리자 육
성 47(30.5)

-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 인정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18
29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42(27.3)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리더 육성

35
7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 45(29.2)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5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n=87)

자원봉사 조사연구 지원 24(27.6)

-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 자원봉사 단체운영 실태조사
- 자원봉사 교육실태조사
- 환류시스템 구축
- 기타(조사방법 개선)

16
3
1
2
1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34(39.1)

- 정책연구 
- 연구 주제별 지원
- 전문학술지 발간
- 연구지원 확대
- 기타(백서발간, 학술단체 지원 등)

6
10
3
11
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 시행 29(33.3)

-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지표 개발
- 자원봉사센터 성과관리체계 도입평가
- 정부 자원봉사 정책 성과평가
- 기타(추진주체별 평가)

10
9
8
2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n=62)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
화 27(43.5) -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강화

- 기타(국제이해, 영역확장 등)
23
4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13(21.0)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협력‧연계 22(35.5)

- 사업관리체계 수립
- 성과 평가 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및 평가
- 기타(정상회담 등) 

12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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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의견으로 나타난 세부 정책과제

    - 찬반의견으로 나타난 세부정책과제는 3가지로서 제 2영역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와 제3영역에 속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자
격인정임.

  - 첫째,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의 찬반의견은 인정기준의 강도에 있어서 활동시간 
인정기준 표준화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대립된 의견임.

  - 둘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의 찬반의견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체계구축 
방법을 총리실 산하 진흥위원회 활성화와 별도의 진흥기구 조직을 통한 활성화라
는 두 차원의 의견으로 나뉘었음. 

  - 셋째,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인정의 찬반의견은 자격인정의 방법에 있어 상징적
인 사회적 인정과 공식적 공인 자격증 제도화라는 두가지 의견이 있음. 

중분류(개념)
범    주

속 성 차원의 범위
대분류 정책영역

활동시간 인정기준 표준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강도 강화-폐지

총리실 산하 진흥위원회 활성화
자원봉사진흥위원
회 활성화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체계

총리실산하- 
진흥기구조직

자원봉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인정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방법

사회적 인정- 
공인 자격증

<표 3-Ⅰ-2> 찬반의견으로 도출된 정책과제별 속성 및 차원의 범위

q 전문가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 정책영역별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 정책영역별 중요도는 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이 가장 높았으며,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정책영역별 실현가능성은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가 가장 높았으며, 제 2영역 자

원봉사 지원인프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의 중요도 순은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3. 일상 
속․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산, 5.지역사회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및 접근성 향상 순임.

  - 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인프라]의 중요도 순은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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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법 개정),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 3. 통
제와 관리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에서 활동정보제공과 활동총량확인을 위한 포털로 
기능 혁신 순으로 나타남. 

  - 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의 중요도 순은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10.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순임.

  - 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의 중요도 순은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
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
선,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 순임. 

  - 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의 중요도 순은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
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
사 사업 수행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순임.

  -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비례하지는 않는 과제도 상당수 있으며, 특히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와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의 세부과제가 중요
도와 실현가능성 간의 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과제 우선순위 15가지 
  - <표 3-Ⅰ-3>을 통해 중요도 높은 세부 정책과제와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과제 우

선순위 15가지를 확인 할 수 있음.
  -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제1영역 2개 과제, 제2영역 2개 과제, 제3영역 4개 과

제, 제4영역 4개 과제, 제5영역 1개 과제 총 10개 과제가 도출됨.
  -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우선순위별로 뽑

아본 결과, 제1영역 2개 과제, 제4영역 1개 과제 총 3개 과제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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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Ⅰ-1] 5개 정책영역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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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정책
영역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1 1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4.5 3.8

2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
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법 개정)  

4.5 3.5

3 2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
의 혁신적 제도 개편   

4.5 3.5

4 3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4.4 3.5

5 3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
사 프로그램 개발 

4.4 3.6

6 3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4.3 3.8

7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4.3 3.6

8 3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계 구축

4.3 3.8

9 4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4.3 3.9

10 4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 4.3 3.8

11 4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

4.3 3.5

12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
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4.3 3.4

13 1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공익캠페인) 지속 3.7 3.9

14 4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3.9 3.9

15 1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3.4 3.8

<표 3-Ⅰ-3>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 우선순위

  ※ 제시된 정책 우선순위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결과로 도출된 과제로서 최종 반영된 정책은 아님    

¡ 필요 및 찬성 의견으로 도출된 정책과제 5가지 
  - <표 3-Ⅰ-4>를 통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의 필요성 여부와 찬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 세부 정책과제별로 필요하다는 지지율은 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국가시스템 재정

비(97.6%),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윤리강령 제정(78.6%), 자원봉사 백서발간
(71.4%), 통일시대 자원봉사 운영체계 마련 및 통일 문화 확산(52.4%), 국가봉사
단 구성(42.9%) 순임. 

  - 찬성율이 높은 세부 정책과제는 자원봉사관리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50.0%), 총리
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성화(81.0%)이며 반대율이 높은 세부 정책과제는 자원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더욱 표준화(52.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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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Ⅰ-4> 필요 및 찬성 의견으로 도출된 정책과제

연번 세부 정책과제 비율(%) 비고

1 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국가 시스템 재정비 97.6 필요

2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윤리강령 제정 78.6 필요

3 자원봉사 백서발간 71.4 필요

4 통일시대 자원봉사 운영체계 마련 및 통일문화 확산 52.4 필요

5 국가봉사단 구성 42.9 필요

6 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성화 81.0 찬성

7 자원봉사관리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 50.0 찬성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의견수렴 결과 
  -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에 관한 조사결과, 1순위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건강한 시민사회”임. 

<표 3-Ⅰ-5>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의견수렴 결과

제3차 국가기본계획 비전 순위 빈도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건강한 시민사회 1 18 42.9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변화하는 시민사회 3 8 19.0

함께하는 자원봉사, 건강한 공동체 2 1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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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명 정책과제명 사   업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27)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민주시민 교육콘텐츠 확산

자기주도적 청소년봉사 모델

청년 국가봉사단 운영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1 일상적 자원봉사 참
여 접근성 향상

노인자원봉사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  시민 리더 육성 및 전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자원봉사행사와축제지원/교육기부박람회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은퇴자및노인자원봉사활성화/은퇴인력활용교육기

부활성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1-3.자원봉사 홍보와 캠
페인의 영향력 향상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4. 사회저변의 자원봉
사참여 영역 확장

대한민국 재난안전지도 구축

비비비(BBB)운동(언어문화 통역자원봉사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자원봉사 운영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자원봉사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통일대비 탈북청년리더 양성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원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

참여자 다양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제2영역 2-1. 자원봉사센터의 민 센터장 등 복무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본계획의 분류와 총합

1) 중앙부처 자원봉사 기본계획 분류

(1) 자료수집 개요
  ¡ 대상: 중앙부처
  ¡ 수거: 총11개 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여성

가족부, 경찰청,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 과제수: 5개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48개 사업

(2) 정책영역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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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프라(8)

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
화

2-2. 공적자원봉사 진흥
기구 정비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행정안전부

2-3. 자원봉사포털의 기
능 혁신

빅데이터 기반의 맟춤형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VMS 전면 개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청소년자원봉사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강화
자원봉사참여인증실적관리 
자원봉사 기관별 실적연계 확대 및 통합  계정 도입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8)

3-1. 자원봉사관리자 전
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문 지도자 양성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리더형 자원봉사자 양성 환경부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형 전문봉사단 운영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 발굴-확산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시상

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3)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자원봉사 정책연구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정보 제공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
간 및 보존

자원봉사 기록-전시관 운영 행정안전부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4)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해외 교류협력

자원봉사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5-3. 국제 및 국내 자원
봉사 섹터간 연계‧협력  
강화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해외봉사 경험 국내 환류체계 구축

외교부

외교부

 

(3) 중앙행정기관별 제출과제 수 및 예산계획
 q 중앙행정기관별 제출 예산계획

    

구분 예산(단위: 백만원)
행정안전부 247,030

문화체육관광부 49,752
보건복지부 8,205
여성가족부 300

환경부 7,000
교육부 6,700
경찰청 1,868

인사혁신처 없음
문화재청 890

농림축산식품부 3,606
외교부 400

계 3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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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명 예산계획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130,600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

1-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7,795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1,038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53.833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3,115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2-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
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2,700

2-2. 공적 자원봉사진흥 기구 정비
4.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98,500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

2-3. 자원봉사 포털 기능의 혁신
6. 이용자중심의 자원봉사포털서비스 고도화 9,300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이력관리제 시스템 구축 -

 q 중앙행정기관별/정책영역별 제출과제 수

구분 과제 수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 제4영역 제5영역
행정안전부 14 5 4 2 2

문화체육관광부 12 11 1
보건복지부 9 4 2 2 1
여성가족부 4 1 1 1 1

환경부 3 1 2
교육부 3 3
경찰청 1 1

인사혁신처 1 1
문화재청 1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외교부 2 2

계 51 27 9 8 2 4

q 정책영역별 중앙행정기관 제출 예산계획10)

(단위: 백만원)

10) 본 예산은 11개 중앙부처에서 각각 제출한 제3차 자원봉사기본계획(2018-2022)의 사업예산을 합산한 것
이며, 본 연구에서 최종 제시하는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예산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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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명 예산계획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
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1,840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1,264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232

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1,931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2,218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6,500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502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170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2,380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9.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 봉사사업 촉진 580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지원 -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150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 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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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
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시민참여 문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서울)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성 참여증진(세
종) / 자원봉사 마을만들기(광주) / 민관, 민민의 자원봉사 연대사업 추
진을 통한 공동생산(광주) / 지역사회기반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서울)

1-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학생, 직장인, 은퇴자 재능나눔 자원봉사(인천, 경남) / 청소년 봉사학
습·학생자원봉사(서울, 충남, 경남, 대전, 경기, 대구, 울산, 전북, 부산) 
/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강원) / 직장인·기업 자원봉사(세종, 전남, 전
북, 충남, 대전, 경기, 대구, 울산, 충북, 부산) /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
사업(제주) / 기업사회공헌(부산, 경남) /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서
울, 세종, 전남, 대전, 경기,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울산) / 생활 속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광주) /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전남) / 희망나
눔 가족봉사단·이동빨래방차 운영(전북)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자원봉사단체 지원(전북) /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활성화(충남)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
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자원봉사 축제 및 행사(인천, 대구, 부산, 경남, 세종, 서울) / 자원봉사
자 인정보상(인천, 광주, 경기, 대구)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강

2)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기본계획 분류

(1) 자료수집 개요
  ¡ 대상: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
  ¡ 과제수: 5개 정책영역, 11개 정책과제, 212개 사업
  ¡ 유의사항
    - 세부사업이 너무 많이 나열된 지역(대구, 세종)의 경우 상위 사업으로 통합해 정리함
    -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유한 사업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지역 

들이 따르고 있는 2차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 맞춰 재분류했음.11)

  ¡ 분류기준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정책영역별 대분류 

(2) 정책영역별 사업 분류
  q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광주광역시의 사업계획 분류체계는 다음의 3대 전략목표, 6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음.

   

전략목표 핵심과제
자원봉사 기반확대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유인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 보급 자원봉사 기회확대

자원봉사 참여확산(기회수용)
자원봉사 관리혁신 자원봉사 전문역량강화(관리자양성)

자원봉사 협력사업(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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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천) / 시군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행복한 지역공동체 봉사동
아리 육성·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이웃사촌 프로젝트(전북) / 
자원봉사자 축제·대회·행사(강원, 경기, 울산, 제주, 광주, 전남, 대전, 전
북, 충남) / 대 도민 밀착형 재능나눔(경북)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인천, 충남, 강원, 경기, 대구, 세종, 전남, 전
북, 충북, 부산, 경남, 경북, 대전, 광주) / 자원봉사 기부문화 붐 조성
(광주)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다문화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흥(興)을 전하는 공연봉사단 운영(전남)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2-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정비(경기, 울산, 서울, 광주) / 자원봉사 제도개
선 및 정책개발·자원봉사 5개년 종합정책 수립(서울) /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세종, 대구, 울산, 충남),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3. 센터-기업-마을-사회적 경제-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데이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서울) /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
정립 및 영역 간 협력체계 활성화(서울) /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대
전, 경남, 경기) /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세종, 대전, 경기, 
대구, 울산, 충남, 충북) / 자원봉사 단체 협력·네트워크(경남, 강원, 
부산, 전북) / 민간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강화(울산, 충남) / 사회안
전망·재난재해 네트워크 구축(경남, 대구, 전북) / 자원봉사 우수프로
그램 활성화 지원(강원) / 광역-기초센터 네트워크(경기) / 자원봉사 
수요 네트워크·자원봉사 공급 네트워크·자원봉사 민관 민민 국제협력 
네트워크(광주) / 나눔 이동세탁차 운영·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전남)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구축 및 역량강화(제주)

2-2. 공적 자원봉사 진흥 기
구 정비

4.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세종)

2-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6. 자원봉사포털의 내용과 정보력 강화 중심 고도화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대구, 세종, 울산)
7. 시간관리제도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 시스템 구축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역량강화(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세종, 울
산, 인천, 전남, 경남, 충남) / 자원봉사 보조관리자 전문성 배양(광주) 
/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세종) / 자원봉사센
터 역량강화(인천) / 호남권 광역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자원봉사 수요
처 관리자 교육(전남) / 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서울) 
/ 대학생 자원봉사 및 관리자 과정 운영(부산)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
리전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메뉴얼 개발(광주) / 자원

  q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q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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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리더교육·육성(강원, 경기, 경남, 대구, 세종, 울산, 인천) / 자원
봉사 단체 역량강화·자원봉사 활동 전문성 제고(인천) / 자원봉사 지도
자 워크숍·우수자원봉사자 연수(전남) /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전문자원
봉사단체 연계 소외계층 지원(제주)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자원봉사 보호 및 인정 보상(광주)
5. 자원봉사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자원봉사 인정보상 지원(경남, 광주, 대구)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자
원봉사(강원, 제주, 충남) / 우수자원봉사 인정제도(경기)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도민협력「남도사랑봉사단」운영·재난안전 자원봉사활동(전남) / 지역·사
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업(서울)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경기, 대구, 세종, 울산, 인천) / 릴
레이·가족봉사(강원) / 사회복지분야·지역사회·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
한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광주) /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전남) 
/ 소모임, 커뮤니티 자원봉사 참여 확대(서울)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
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자원봉사단체 운영실태조사(세종, 울산, 제주) /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
사 및 컨퍼런스 개최(대전) / 분야별 자원봉사 실태조사·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경기)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자원봉사 연구 및 평가(대구) /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공유(광주) / 자
원봉사활성화, 발전방향 모색 포럼 개최(인천) /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정책간담회(전남) / 자원봉사 워크숍 및 포럼(전북)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자원봉사 연구활동 지원(경남, 서울)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
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개발과 시행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인센티브(전북) / 자원봉사 연구 및 평가(대
구) / 1365포털 인구대비 자원봉사 활동율(세종)
8. 자원봉사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개선
9.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자원봉사 정비 및 개발(충남, 울산)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부산 드림백 전달 및 해외자원봉사(부산) /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세종) /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울산) / 제주평화봉
사단 해외평화봉사활동(제주)

q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q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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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
성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 봉사사업 촉진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지원
정책과제 연구활동지원 및 2020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대구, 대전, 서울)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
섹터간 연계‧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 활성화(강원, 경기, 경남, 전남) 

(3) 자치단체별 제출과제 수 및 예산계획
 q 광역지자체별 제출 예산계획

구분 예산(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단위: 백만원)
서울 14,611 경기 14,805
부산 자료 없음 충북 4,000
대구 7,965 충남 7,776
광주 자료 없음 경북 132
대전 9,595 경남 1,629
인천 자료 없음 전북 5,080
울산 18,807 전남 1,776
세종 1,500 제주 1,400
강원 675 계 89,751

 q 광역자치단체별/정책영역별 제출과제 수

구분 과제 수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 제4영역 제5영역
서울 13 5 3 3 1 1
부산 10 5 2 1 0 2
대구 16 5 4 4 2 1
광주 18 6 4 7 1 0
대전 9 5 2 0 1 1
인천 12 4 0 7 1 0
울산 14 4 5 3 1 1
세종 19 8 4 4 2 1
강원 11 3 2 5 0 1
경기 16 5 4 4 2 1
충북 4 3 1 0 0 0
충남 11 5 3 2 0 1
경북 3 2 0 1 0 0
경남 13 5 3 3 1 1
전북 16 12 2 0 2 0
전남 19 7 2 8 1 1
제주 8 2 1 3 1 1
계 212 86 42 55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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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명 예산계획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1,247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403

1-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14,636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6,890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7,160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4,315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112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2-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
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10,146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26,131

2-2. 공적 자원봉사진흥 기구 정비
4.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13.5

2-3. 자원봉사 포털 기능의 혁신
6. 이용자중심의 자원봉사포털서비스 고도화 311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이력관리제 시스템 구축 -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
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2,917.5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1,264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

5. 자원봉사의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1,931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715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7,935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372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292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577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175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9.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794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480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 봉사사업 촉진 -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지원 -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555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 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379

q 정책영역별 광역지자체 제출 예산계획12)

(단위: 백만원)

12) 본 연구의 자료수집 일환으로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을 취합했으며, 예산계획이 미정
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광주, 부산, 인천은 제외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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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계획

1.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다채로워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동하는 자원
        봉사의 양적성장과 질적 성숙을 견인하며, 
     ¡ 다양한 공공분야와 시민사회영역을 넘나드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 큰 통합의 
        공동체적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향함.

  

Ÿ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은 제1·2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에서 제시된 동일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며,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Ÿ 이러한 인식하에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은 연구진 회의→2차 델파이 설문조사→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각계의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함.

  목표  

Ÿ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목표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자원봉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욕구를 반영,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정책과제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자원봉
사계의 바람직한 상태로서 전체적인 지향점인 동시에, 세부 정책과제 이행을 관통하는 
추진방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Ÿ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목표는 연구진 회의와 국회포럼 발제 및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함.

  ◇  목표 1.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 측면에서 시민적 자율성 발현의 촉진으로서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기여를 다하는 적극적 자원봉사

  ◇  목표 2 .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측면에서 중앙 및 지역단위 인프라 
     혁신과 정부-기업-시민사회 섹터간 연계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유능한 자원봉사 거버넌스

  ◇  목표 3.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실천현장’ 측면에서 국내·외 및 현장-연구·평가-정책 간의
     연계 강화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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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추진로드맵

1)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확산 ▬ ▬ ▬ ▬ ▬

▸ 노인자원봉사 시민리더 육성 ▬ ▬ ▬ ▬ ▬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 청년봉사사업 지원    ▬ ▬ ▬ ▬

▸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모델 

   지원
▬ ▬ ▬ ▬ ▬

1-2. 일상적 자원
  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 학생(청소년)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
▬ ▬ ▬ ▬ ▬

▸ 공무원 자원봉사활성화 ▬ ▬ ▬ ▬ ▬
▸ 신중년층,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 ▬ ▬ ▬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 생활권단위 자원봉사

   거점 기능 활성화
▬ ▬ ▬ ▬ ▬

▸ 마을단위 소모임 활동 지원 ▬ ▬ ▬ ▬ ▬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 ▬ ▬ ▬

▸ 자원봉사 포털 활용 온라인 

   봉사일감 생성
▬ ▬ ▬ ▬ ▬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 전국자원봉사행사 개최 ▬ ▬ ▬ ▬ ▬
▸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노인자원봉사대축제
▬ ▬ ▬ ▬ ▬

▸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 ▬ ▬ ▬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 ▬ ▬ ▬ ▬

▸ 자원봉사 공익캠페인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 ▬ ▬ ▬ ▬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 대한민국 재난안전지도 및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운영
▬ ▬ ▬ ▬ ▬

▸ 범죄예방 자원봉사 지원 ▬ ▬ ▬ ▬ ▬

▸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 ▬ ▬ ▬
▸  교육기부 및 청소년 진로

   체험지원 자원봉사활성화
▬ ▬ ▬ ▬ ▬

▸  통일대비 탈북청년리더 양성 ▬ ▬ ▬ ▬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 환경영역(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 문화예술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 체육관광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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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
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고도화 ▬ ▬ ▬ ▬ ▬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전담 체계 마련 ▬ ▬ ▬
▸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유관 수요처 
   관리자 교육 확대 ▬ ▬ ▬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 자원봉사관리자 표준 직업 등재 ▬ ▬ ▬
▸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확산·정착 ▬ ▬ ▬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
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
육개발 및 실행

▸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 ▬ ▬ ▬

▸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체계 마련 ▬ ▬ ▬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
과 안전 보장

▸ 사고예방 및 상해보상 체계 강화 ▬ ▬ ▬
▸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 ▬

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진학, 취업시 자원봉사 인정방식 실태
   조사 ▬

▸ 자원봉사 가치 및 활동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 ▬ ▬ ▬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
장과 재규정

▸ 시민사회 활동과의 융합을 통한 자원
   봉사 개념확장 ▬ ▬ ▬

▸ 확장된 자원봉사의 범위 기준 제시 ▬ ▬ ▬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
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 한국 자원봉사의 해 10대 아젠다 
   프로그램 추진 ▬ ▬ ▬

▸ 지역사회 문제해결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시행 ▬ ▬ ▬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
사 프로그램 지원

▸ V-innovation 프로그램  공모 지원 ▬ ▬ ▬
▸ 지역 특색 자원봉사 프로그램 ▬ ▬ ▬
▸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 발굴-확산 ▬ ▬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1. 자원봉사  
 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 자원봉사기본법 및 조례개정 ▬ ▬
▸ 광역 및 기초센터 법인전환 ▬ ▬ ▬
▸ 센터운영지침 개정 ▬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자발적 기부금품 기부심사절차 간소화 ▬
▸ 외부공모사업 참여 및 민간재원의 합

리적 활용방안 모색
▬ ▬ ▬ ▬ ▬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 센터 내 대외협력(기업,마을,교육,사회적

  경제 등) 전담부서 설치 및 협력사업 시행
▬ ▬ ▬ ▬ ▬

▸ 지역 풀뿌리단체,소모임 등 지원사업 ▬ ▬ ▬ ▬ ▬

2-2. 공적 자원
 봉사진흥 기구 
 정비

4.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설립

▸ 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자원봉사기본법 개정)
▬

▸ 진흥원 설립준비 TF 구성 및 설립추진 ▬ ▬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 자원봉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
▸ 지역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조

례개정
▬ ▬ ▬ ▬

2-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6.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서비스 고도화

▸ 자원봉사 포털의 종합 안내기능 강화 ▬ ▬ ▬ ▬ ▬

▸ 쉬운 로그인(소셜로그인)과 개인참여관리 ▬ ▬ ▬ ▬

▸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 시스템 구축

▸ 참여인증제 전환을 위한 부처 TF운영 ▬ ▬
▸ 자원봉사 참여인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 ▬

▸ 새로운 자원봉사 관리방향 홍보 ▬

(2)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3)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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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
준화 

▸ 자원봉사개념과 범주 및 국내외 자원

봉사조사통계 문항 조사
▬

▸ 자원봉사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시 ▬ ▬
▸ 광역단위 실태조사 지원 비정기적 ▬ 비정기적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
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 자원봉사 정책과제 공모 및 채택 ▬
▸ 단기, 중기, 장기 과제 지원 ▬ ▬ ▬ ▬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
활동 지원 ▸ 자원봉사 학술 활동(세미나, 학회 등) 지원  ▬ ▬ ▬ ▬ ▬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
물 발행

▸ 국가적 주요 자원봉사 백서발간 지원 비정기적

▸ National Annual Report

▸ 자원봉사 통계정보 구축
▬ ▬ ▬ ▬ ▬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 전국적 차원의 자원봉사기록물 DB구축 ▬
▸ 전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 ▬ ▬ ▬ ▬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모형 개발 ▬
▸ 국가기본계획 성과 및 이행 평가 ▬ ▬ ▬ ▬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자원봉사 활성화 제고 지자체 합동평

가 지표 개선 및 운영
▬

9.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지표 개

발 및 적용
▬ ▬ ▬

(5)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자원봉사사업 추진 주체별‧사업별 성

과 평가 실행
▬ ▬ ▬ ▬ ▬

▸ 해외자원봉사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

▸ 해외자원봉사사업과 SDGs의 연계 전략 도

출 및 실행
▬ ▬ ▬ ▬ ▬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
량 지원

▸ 개도국 자원봉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 ▬ ▬ ▬ ▬
▸ 개도국에 자원봉사문화 및 프로그램 보급 ▬ ▬ ▬ ▬ ▬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
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 봉사
사업 촉진

▸ 부처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 지자체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 전문 분야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
최 및 참가지원

▸ 국제자원봉사대회 개최 ▬ ▬
▸ 국제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 ▬ ▬ ▬ ▬ ▬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 자원봉사 국제교류 파트너십 확대 ▬ ▬ ▬ ▬ ▬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 ▬ ▬ ▬ ▬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과 관리 
  강화

▬ ▬ ▬ ▬ ▬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
섹터 간 연계‧
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파트너십 
강화

▬ ▬ ▬ ▬ ▬

▸ 해외자원봉사자들의 국내 환원 체계 
구축 ▬ ▬
▸ 국내‧해외자원봉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 ▬

▸ SDGs에 기반한 국내 자원봉사활동 프로
그램 개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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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이행 방향

  
 1)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확정) 금번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되는 정책과제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 

   
법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201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는 
매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실무
위원회 및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법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세부과제의 유연한 활용) 

    - 금번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영역별 ‘정책과제’는 
몇 개의 하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세부과제’의 실행내용은 향후 5년동
안 소관부처별로 실행되어야 할 핵심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님.

    - 그러나 본 연구의 ‘세부과제명’ 은 포괄성과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고서 상 
실행내용으로 담겨지지 않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향후 5년 동안 
변화될 수 있는 각 기관 고유의 정책수요에 따라 ‘세부과제’ 에 해당하는 실제 ‘실행
사업'을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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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재정투입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실질적 재정투입계획의 수립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계획은 본 과제를 추진하게 
될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확정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계획을 통해 수립될 것임13).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예산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 이행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행률 평가의 객관성을 기할 수 있음.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수립 시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근거 활용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
제는 소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시 예산반영의 공식적 근거로 활용함. 

  
3)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실행과 이행점검 

  ¡ (이행점검 계획의 수립)  금번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정책과제의 실질
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이행점검 
계획’ 또한 포함하도록 권고함.

    - 이행점검 계획은 관련 기관들이 매년 말 제출할 ‘이행결과’ 를 누적하여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측면에서의 이행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

   

시행령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

    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이행평가와의 연계) 표준화된 이행점검 계획과 이행산출 결과는 향후 제3차 국가기본
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3) 지난 제1차 및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정책 세부과제별 소관부처의 확실한 이행의지가 확
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투입계획 부문의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연도별 국가기본
계획 이행에 있어 실제 예산집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노출된 바 있음. 이에 금번 제3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별 재정투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77 -

Ⅲ.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영역별 정책과제

1. 제1영역(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의 가치와 교육) 자원봉사의 기본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은 사회적 환경 속
에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 문화 보급과 
확산이 필요.

 ¡ 자원봉사활동은 도구적, 경제적 성향과 유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증가로 인해 자
원봉사활동의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등 자원봉사의 기본가치가 훼손되고 있음 

  -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개인 여가활용, 자기개발 등 
도구적 동기가 높았던 ‘14년에 비해, ’17년은 사명감 동기*가 높아지는 등 자원봉사 
기본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  

    *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 자원봉사 참여동기 1순위 ‘사회문제해결(84.7%)’, 

2순위 ‘시민의 의무와 책임(82.3%)’으로 ‘사명감’ 동기가 부각됨.  

 ¡ 자원봉사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교육의 중요성 인식의 확산에 비해, 자
원봉사자 교육의 횟수나 인원은 감소 추세*이지만, 자원봉사교육의 유무는 자원봉사
활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전국자원봉사센터 현황(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7) : 자원봉사자 교육현황 ‘15년 대비 ’16

년 기초교육 10,049건(256,048명), 리더교육 243건(46,770명) 감소. 

     *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원인 1순위 ‘자원봉사 교육

을 받은 적 없다(51.7%)’이며, 자원봉사자의 교육경험 없음 48.3%.  

 

☐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최근 우리나라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거점 체계 마련 필요.



- 78 -

  ¡ 자원봉사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참여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
으며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는 시간부족으로 나타나,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등 시간
적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일감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됨.  

   * 전국 사회조사(통계청) : 15세 이상 자원봉사참여율 ’09년 19.3%, ’11년 17.6%, ’15년 16.3%로 점진적 감

소 추세,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감소 추세(’11년 44.5% → ’15년 36.1%)임. 자원봉사참여 저해 요인은 

‘시간의 부족’이 중요한 요인. 

    **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 20세 이상 자원봉사참여율 ‘14년 22.5%, ’17년 

21.4%로 1.1%p 감소. 60세 이상 노인층 참여 21.2%(‘14년 대비 4%p 상승).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순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73.0%)’.      

  ¡ 일상적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동체적 자원봉사의 확장, 
온라인 환경의 자원봉사 영역확장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자원봉사가 시민사회와의 상호확장이 안되며 여전히 사회복지적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6). 

   - 사회나 정부가 부여한 의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
며, 특히 청소년 등 비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의 비중이 높은 편임(이철선 외, 2016). 

   - 또한 인터넷 접근성의 확장과 소셜 미디어에 의한 비영리섹터 환경의 변화는 온
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와 참여 분위기
도 확대되고 있음(정진경 외, 2015). 

☐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와 디지털환경의 급속한 발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각종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
양한 홍보방안 검토가 필요.  

 ¡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 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원
봉사에 관한 계층별·세대별 홍보·계몽·교육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이성철 외, 2016)

☐ (자원봉사 참여 영역) 자원봉사 참여영역은 사회복지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나, 마을 단위의 주민공동체와 풀뿌리단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영역 등의 시민참여 또한 
확장되고 있어,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고조. 

 ¡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향후 자원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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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호하는 활동 희망처로 지역거점센터,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활동에 
관심이 높아짐.

   *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 자원봉사활동 기관 중 ‘14년 대비 참여율이 향상된 

기관은 관공서(지역 거점) 12.8% , 공익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10%, 사회적 경제조직 5% 이며, 자원봉사 

참여시 선호하는 기관은 관공서 24.1%, 공익민간단체 16.9%, 사회적 경제조직 10.9% 순.

 ¡ 향후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특수 사회영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개
발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2) 정책추진의 목적 

  ¡ 자원봉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공익과 상호호혜의 가치 확산과 공식적 사회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범 국가차원의 접근을 통해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를 인식시
키고, 참여 접근성과 참여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며, 다양한 홍보와 공익적 캠페인 등
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함.   

3) 정책과제의 구성과 내용 
 
  ¡ 정책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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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수행/협력기관

I-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
-지역센터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
-지역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역
센터

I-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교육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
원본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자치구-지역자원봉사센터-읍
면동 거점 외 관련기관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 유관부처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외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I-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
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한국과학창의재단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사센터-지자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I-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지차제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
-지역센터
관서-지구대, 자율방범대
기초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시도교육청-진로체험지원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센터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환경부
(공단본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원사무소
비비비코리아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원연합회

¡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및 수행/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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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기본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가치를 범 국민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를 근간으로 한 시민사회 성장

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 실업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모

델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확산, 노인자원봉사 시민리더 육성 등과 같은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와 청년봉사사업,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모델 개발 등과 같은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모델의 보급지원 과제를 제안함. 

   ¡ 세부과제의 구조      

    

Ⅰ-1-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 세부 실행내용

   ①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확산 
     - 전 연령대에 걸친 시민교육을 통해 세대‧계층 간 통합과 신뢰회복 등 시민사회 

성장 도모  
     - 대한민국 역사 속 자원봉사정신을 담은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부모, 시니어 등) 

시민교육 커리큘럼(콘텐츠) 개발 
     - 전국 규모의 민관 네트워크 활용한 교육콘텐츠의 전국 확산  
           * 교육 콘텐츠는 대상별(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등) 수준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개발, 확산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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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확산 

- 대상별 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 전국 규모의 민관 네트워크 활용 통한 전국 확산 

행정안전부

신설예정 
가칭)자원
봉사진흥원
-지역센터

② 노인자원봉사 
   시민리더 육성

- 시민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자원봉사활동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 지원 및 활동 
  관리 
- 운영체계 
 • 대한노인회 광역시지회-구군지회-자원봉사클럽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
합복지관협회

   ③ 노인자원봉사 시민리더 육성 
     - 시민 리더로서 신노년층, 노인자원봉사자의 소양과 역할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 현행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 클럽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시니어코리아 신노년 자

원봉사 리더교육의 연계, 리더교육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민 리더 중심의 전문자원봉사활동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 지원 및 활동 관리  
           * 자원봉사 가치인식 확장과 올바른 정착을 위한 3영역 Ⅲ-1-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실행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지역센터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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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영국 시민교육의 세부목표와 구성요소 (Crick 보고서, 2000)

- 목적 : 시민성 함양과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권리와 의무, 책

임을 깨달아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것

- 세부목표 및 구성요소 

   ① 사회, 도덕적 책무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감을 배우고 학습

   ② 지역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의 촉진

     -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내의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 

   ③ 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 향상

     -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정치

참여를 실천하는 것 

Ⅰ-1-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 세부 실행내용

   ① 청년봉사사업 지원
     - 청년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

회참여 역량을 제고
     - 국내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 창출분야에 참여하는 청년봉사단 설립, 운영
           *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전제로 하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역할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한 부서 간 사전 협의 필요.

           * 사업추진과정 중 고용되어야 할 일자리가 자원봉사로 대체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기제 마련

의 필요성 있음. 

   ②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모델 지원
     -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자기주도형 봉사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보급 
           * 교육부 학교 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모델의 연

계 필요함. 향후 봉사학습으로서 학력인정 모델로 확산시키는 방안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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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청년봉사사업 
   시행

- 중앙운영위원회-지역실행기관의 전국조직 구성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교육/컨설팅 전문기구, 
   소위원회 운영 
- 청년봉사단 설립 및 운영
- 봉사단 근무 종료 후 사후관리(취업, 보수교육, 
  컨설팅 제공 등)  

행정안전부

신설예정 
가칭)자원
봉사진흥원
-지역센터

②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모델 개발

- 청소년 참여절차 : 문제인지→자원봉사 기획→실행
 →평가
- 모델개발, 우수사례,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참여 
  주체별 역할범위 정립,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협력기관 : 17개 시도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지역센터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지역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역센터 

◀ 참고사례 ▶

유럽연합(EU) 유럽 연대 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ES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극심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EU회원국 간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유럽연대봉사단을 2016년 출범함. 유럽연대봉사단은 유럽청년 대상 최장 1년동안 

EU의 다른 회원국에서 자원봉사나 기술연수 및 견습 활동을 함

- 참가대상 : 18세 이상~30세 이하 

- 주요활동내용 : 교육, 보건, 사회통합, 식량 비축지원, 보호소 건설, 이민자나 난민의 정착 지

원,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등

- 목표 : 2020년 까지 10만명 참여 목표 

      * 출처 : 연합뉴스(2016.12.8.), https://www.facebook.com/EUSolidarityCorps



- 85 -

Ⅰ-2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 시키

고, 마을공동체 등 생활권 단위의 주민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 등 시민참여의 확장에 

따라 시민참여 유입의 거점을 마련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등 보다 광범위 해진 자원봉사 참여방

식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학생(청소년), 신중년층, 노인, 공무원 등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에 힘쓰며, 시민사회 섹터와의 연계를 통한 시민참여 유입의 확산을 위한 

마을단위 거점기능 강화와 공동체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온라인 환경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함. 

    ¡ 세부과제의 구조      

  

Ⅰ-2-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 세부 실행내용
   ① 학생(청소년)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연령대 및 진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 학교 현장적용 가능한 융합형 봉사활동 연계 
           

    ② 공무원 자원봉사활성화 
     - 공무원의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참여 활성화 및 국민 신

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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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학생(청소년)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

- 학생의 자발적 동기 부여를 위한 진로 맞춤형 
  봉사활동 강화
- 다양한 분야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택 
  중심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운영 모델 제시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②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 중앙 및 지자체 등 기관 특성과 여건에 맞는 봉사
  활동 추진
- 1기관 1나눔 프로그램 운영, 기관별 ‘자원봉사의 날 
 지정 및 운영
- 공무원 승진, 임용 시 교육 커리큘럼에 자원봉사 
 교육을 포함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③ 신중년층,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신중년층 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문제해결 및 다양한 
  활동영역으로 확장 
-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 참여 기회제공 통한 
  의료재정 부담 및 사회서비스 비용 경감
- 운영체계 : 16개 시도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노인
  자원봉사클럽, 전국 노인복지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자원봉
사센터-
지역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
사지원본부
한국노인복
지관협회

    ③ 신중년층,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신중년층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지원(공모방식)
     -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노인층 자원봉사 참여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Ⅰ-2-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 세부 실행내용

   ①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거점 기능 활성화

     - 주민센터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자원봉사를 매개로 한 주민참여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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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거점 기능 
   활성화

-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침 마련 
- 생활권 단위와 연계한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및 특성화 사업 추진
- 거점 활동 자원봉사리더 양성(3영역 3-2-1과 연계)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자치구지역
자원봉사센
터센터-읍
면 동 거 점 
외 관련기
관

② 마을단위 소모임 
   활동 지원 

- 자원봉사거점 내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한 
  활동 지원 (2영역 3-1-3과 연계)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 지역사회 자원봉사리더들이 읍면동 거점의 핵심주체로서 자원봉사조직과 네트워
크 확산 통해 공동체 마을 구현 

   ② 마을단위 소모임 활동 지원 

     - 자원봉사 거점 내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한 각종 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 수행 및 협력기관 : 기초지자체-지역자원봉사센터-읍면동 거점 외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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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국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 자원봉사캠프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홍보, 모집, 프로그램개발, 일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자

원봉사센터(Platform)로서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

 - 2016년 2월말 기준 서울시 전역에 439개 캠프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676명의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활동 / 그 중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동자원봉사 캠프는 370개(84.3%)이며, 캠프

장과 상담가(Advisor) 2,375명(88.7%)이 활동

 - 동 자원봉사 거점의 하이브리드 모델 

 * 출처 : 정진경 외(2016). 서울시 「동 자원봉사 거점」운영모델 개발 연구 

Ⅰ-2-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 세부 실행내용

   ①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온라인 포털시스템과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온라인 자원봉사 수요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② 자원봉사 포털 활용 온라인 봉사일감 생성 

     - 1365포털 내 온라인 자원봉사 코너 마련

     - 전 부처 자원봉사일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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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국내) 같이 가치 with kakao (https://together.kakao.com)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국내 온라인 포털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계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온라인 
  자원봉사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예) e-뉴스레터 제작, 기관 홈페이지 소식 관리, 
    소셜네트워크 활용한 기관홍보 등 

행정안전부, 
보 건 복 지 
부 외 유관
부처

중앙자원
봉사센터-
지역센터,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자원봉사
포털 운영
기관

② 자원봉사 포털 
   활용 온라인 봉사
   일감 생성

- 1365포털 온라인 자원봉사 코너 신설(자원봉사활동 
  분야 추가 생성, 실시간 온라인 활동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등)  
- 정기적인 일감 생성 및 정보 업데이트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 유관부처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외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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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영국의 Flower-Power Project(www.guerrillagardening.org)는 런던 도심의 낙후된 지역

에 자원봉사자들이 꽃과 작은 나무를 심는 활동임.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목표 장

소를 공지하고, 밤에 그곳에 도착하여, 청소를 하고, 꽃과 나무를 심음. 그 결과 밤새 

바뀐 경관의 변화로 아름다운 환경이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만들어진 것임

* 사례2 : 캐나다의 Run 프로젝트는 잠비아의 노숙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을 

기증받아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임.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용품을 기증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연결하여 그 물건들을 수거하여 잠비아에 보내는 모든 과정을 인

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출처 : 정진경 외(2015). 온라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

 

Ⅰ-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와 자원봉사 참여율의 지속적 감소현상에 대

한 대응 노력으로,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테마별 연중 캠

페인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활동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자 하는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전국 자원봉사 행사 등과 같은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테마별 연중 캠페인 및 공익캠페인 추진, 방송언론을 연계한 홍보방식을 다양화 하는 과제를 제

안함. 

  
    ¡ 세부과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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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전국자원봉사
   행사 개최

- 자원봉사 문화확산 및 이그나이트 V-Korea 브랜드 화
- 지역별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교육훈련 및 수상자 
  Pool 관리
- 지역, 중앙단위 대회개최 지속적 확대 및 홍보 
  콘텐츠 화 
- 추진내용 : 공모사업 진행-선정- 스토리텔링 교육
  지원-우수사례 발굴-감동스토리 공유 및 확산 

행정안전부

중앙자원
봉사센터-
지역센터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②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 노인
   자원봉사대축제

-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 사회복지협의회-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자원 봉사관리센터) 연계 
-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 17개 시도 추천-
  심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협의회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③ 대한민국 교육
   기부 박람회

- 기업 및 대학 등 연계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와 매칭
- 연계체계, 기관-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강연 제공
  대학생 교육기부단- 운영지원 및 안전 도우미 

교육부
한국과학
창의재단

Ⅰ-3-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 세부 실행내용

  ① 전국자원봉사 행사 개최

     - 자원봉사대축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이그나이트V-Korae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 자원봉사 참여문화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한 미담사례 발굴
과 대회 개최를 지원,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②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 자원봉사 참여 홍보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 등 유공자의 사
기진작을 위한 사회적 인정 

  ③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기업, 대학 등이 운영 중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교와 상호 매칭지원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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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지원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공동기획
- 이야기가 있는 자원봉사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선정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
사센터-
지자체(센터)

② 자원봉사 공익
   캠페인 및 홍보
   방식의 다양화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홍보매체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등 홍보 (지자체 전광판, 공중파 방송 등) 
- 지역별 차별적인 홍보 방법의 지원 
  예) 웹툰제작(경기), 사람도서관(대구), 온라인플랫폼 V세상
     (서울) 등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
사센터-
지자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한국과학창의재단
     

Ⅰ-3-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 세부 실행내용

    ①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전 국민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 공동기획, 대한민국형 자원

봉사 브랜딩
      - 대한민국 역사 속 자원봉사 정신을 통해 대한민국형 자원봉사 확산 

    ② 자원봉사 공익캠페인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 방송언론 연계 공익광고‧캠페인 홍보, 기존 SNS, 인터넷방송, 웹툰 등 활용한 

홍보 전개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지원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자원봉사센터-지자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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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향후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특수 사회영역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을 확장시키고,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꾀하고자 하는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탈북청년리더 양성, 재난 지원시스템 구축, 농촌재능나눔 등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특수 사회영역의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분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는 과제

를 제안함. 

  
    ¡ 세부과제의 구조      

Ⅰ-4-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 세부 실행내용

     ① 대한민국 재난안전지도 구축 및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재난관련 부처, 단체 및 커뮤니티 매핑* 센터 연계 통한 재난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커뮤니티 매핑 :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데이터 매칭 및 지도제작 

       - 지역별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봉사단 운영 
         *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자원봉사 협업 체계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지원체계와의 연계방안 및 역할에 대한 

정립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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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대한민국 재난
   안전지도 및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재난관련 부처, 단체 및 커뮤니티 매핑센터 연계
-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 
- 지역별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봉사단 운영

행정안전부, 
지자체

신설예정 
가칭)자원
봉사진흥원
-지역센터

② 범죄예방 자원
   봉사 지원

-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 대상 안전장비 등 지원 

경찰청
관서-지구대
자율방범대

③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개인, 단체 등의 재능을 농촌에 기부
- 사업공모 및 선정, 활동지원, 워크숍, 발대식, 사업
  평가 등 관리 체계 수립 
- ‘한국재능뱅크(www.smilebank.kr)’ 시스템과 자원
  봉사포털시스템 연계 통합관리(행안부-지역센터 연계) 

농림축산식
품부

기초 지자체-
한국농어촌 
공사

④ 교육기부 및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 연계체계
 • 교육부-시도교육청 : 정책수립, 양성, 관리
 • 행정안전부-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 진로체험지원센터 : 활동 매칭, 실습교육,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및 지원 
- 시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진로체험
지원센터
중앙자원봉
사센터-지
역센터

         *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운영 사례 :  대구(재난재해 네트워크 구축, 모의훈련 등), 전남, 전북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지원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② 범죄예방 자원봉사 지원
      -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육성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③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침체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④ 교육기부 및 청소년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활성화 
      - 자유학기제 시행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의 참여 활성화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 발굴, 진로체험지원센터 배치, 활용을 

통한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⑤ 통일대비 탈북청년리더 양성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탈북청년 및 탈북배경청년* 리더 양성 
         * 부모나 가족이 탈북을 경험한 자녀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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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일대비 탈북
   청년리더 양성

-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센터 등)통한 
  대상층 선정 및 매칭 
- 청년 국가봉사단과 연계한 리더십 교육
  (지역사회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문화교류 등 
  남북인식 차이 개선) 
- 탈북민의 국내정착교육 봉사자 활동   

행정안전부

신설예정 
가칭 자원
봉사진흥원
-지역센터
북한이탈주
민지원재단
-하나센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지자체,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지역센터
                          경찰청 관서-지구대, 자율방범대
                          지자체(시, 군)-한국농어촌 공사
                          시도교육청-진로체험지원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센터
                          신설예정 가칭)자원봉사진흥원-지역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 참고사례 ▶

(국내) 재난재해 자원봉사 SOS 지원 시스템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2006년부터 재난재해 등 비상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

너십을 통해 긴급자원봉사시스템 구축.  

 - 연계협력/ 구호(인력)지원/ 전문기술장비지원/ 심리상담 분야 총 52개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중 

 

* 출처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2017). 재나재해 자원봉사 SOS지원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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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환경영역(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 

- 세대 및 계층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미래세대, 
  은퇴세대, 다문화 가정) 
- 연계체계
  • 공단본부 : 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 외부협력 
  • 사무소 : 공원(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자 홍보 및 모집-자원봉사자 지원 및 운영  

환경부
(공단본부)

공원사무소

② 문화예술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운영, 활동 관리 체계 수립 
- ‘문화,재지킴이’ 시스템과 자원봉사포털시스템과 
  연계 통합관리(행안부-지역센터 연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
광부

비비비코리아
한국관광공사
(인력양성팀)

③ 체육관광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운영, 활동 관리 체계 수립 
- 자원봉사포털시스템과 연계 통합관리(행안부-지역
  센터 연계) 
-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공유(※ 1-1-1 과제 연계)    

문화체육관
광부

한국문화
원연합회

Ⅰ-4-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 세부 실행내용

  ① 환경영역(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 

     - 은퇴세대 및 소외계층, 미래세대의 자원봉사활동 연계 참여를 통한 시대적 변화 
대응 및 자원봉사 참여기반 강화 

   ② 문화예술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문화재지킴이, 국립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보존, 관리 지원 

   ③ 체육관광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언어문화 통역운동,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통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환경부(공단본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공원사무소
                          비비비 코리아, 한국관광공사(인력양성팀)
                          한국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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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추진 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 시민성 기반 자원봉사 인식의 
  저변 확대 

1.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확산 ▬ ▬ ▬ ▬ ▬

2. 노인자원봉사 시민리더 육성 ▬ ▬ ▬ ▬ ▬

2.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1. 청년봉사사업 지원    ▬ ▬ ▬ ▬

2.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모델 

   지원
▬ ▬ ▬ ▬ ▬

1-2. 일상적 자원
  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1. 학생(청소년) 맞춤형 봉사활동 

   활성화
▬ ▬ ▬ ▬ ▬

2. 공무원 자원봉사활성화 ▬ ▬ ▬ ▬ ▬

3. 신중년층,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 ▬ ▬ ▬

4.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1. 생활권단위 자원봉사

   거점 기능 활성화
▬ ▬ ▬ ▬ ▬

2. 마을단위 소모임 활동 지원 ▬ ▬ ▬ ▬ ▬

5.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1.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 ▬ ▬ ▬

2. 자원봉사 포털 활용 온라인 

   봉사일감 생성
▬ ▬ ▬ ▬ ▬

1-3.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1. 전국자원봉사행사 개최 ▬ ▬ ▬ ▬ ▬

2.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노인자원봉사대축제
▬ ▬ ▬ ▬ ▬

3.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 ▬ ▬ ▬

7. 테마별 연중 캠페인 추진 

1.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 ▬ ▬ ▬ ▬

2. 자원봉사 공익캠페인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 ▬ ▬ ▬ ▬

1-4.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 
  영역 확장
 

8.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 

1. 대한민국 재난안전지도 및 

   재난재해 지원체계 구축 운영
▬ ▬ ▬ ▬ ▬

2. 범죄예방 자원봉사 지원 ▬ ▬ ▬ ▬ ▬

3.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 ▬ ▬ ▬
4. 교육기부 및 청소년 진로

   체험지원 자원봉사활성화
▬ ▬ ▬ ▬ ▬

5. 통일대비 탈북청년리더 양성 ▬ ▬ ▬ ▬

9.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 지속화

1. 환경영역(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2. 문화예술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3. 체육관광영역 자원봉사 활동 

   운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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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영역(자원봉사 인프라)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역할) 지역사회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원
봉사센터의 운영과 역할 고도화 필요

 ¡ 기업, 사회적 경제, 주민 조직 및 풀뿌리 봉사단체를 비롯해 자원봉사에 참여 혹은 연계
할 민간영역의 다양성은 확장되는 반면, 현재의 센터운영 체제로는 한계

   - 2006년 이후 직영체제 자원봉사센터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위탁 센터는 위탁기간의 제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 2017년 전국자원봉사센터 현황(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2016년 기준 245개 센터 중      

         직영 51.0%(’06. 60.9%), 위탁 22.0%(‘06. 33,5%), 법인 27.0%(’06. 5.6%)

  - 한편, 광역시도별 센터 운영형태의 편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센터(6개)는 모두 법인형태, 충북(13개)·전남(22)의 기초센터는 순수직영형태

  ¡ 확장된 민간영역 뿐 아니라 각종 전국단위의 자원봉사정책사업의 수행체계와 지자체 
수준에서의 다양한 공적사업 지원체계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수요는 매우 증가하는 반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수적 규모*는 한정되어 있음. 

    * 2016년 기준 근무인력 1,532명(공무원 10%, 코디 34% 포함 민간인 90%), 센터당 6.2명  

    - 비상근, 퇴직공직자 센터장, 코디 등의 인력구성으로는 지역사회 전체 자원봉사의    
전문적 기획과 사업역량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수준에 있어서도 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관리자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교육체계나  학습모델
은 매우 미흡(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영역 과제와 연결)

 

  ¡ 한편, 센터 예산의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치단체 예
속과 지역사회 내에서 관조직으로 고립될 우려 

    * 2016년 100,466백만원 중 시군구비(61.5%), 시도비(24.3%), 국비(7.3%), 기타재원(6.9%)



- 99 -

☐ (중앙단위 전국 자원봉사진흥 조직)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정비·부처 산하 공공기관 간 
실무 협업·정부-민간 간의 실질적 파트너십 실행, 질적인 자원봉사의 성장을 위한 기획과 
체계적 지원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중앙단위 책임 있는 공적 조직적 장치의 설립 필요   

  ¡ 현행 자원봉사정책 추진체계는 정부부처별로 산하 기관들을 통해 부처 특성의 자원봉
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로,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보험,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재난재해 자원봉사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메타영역의 제도 
간 정비와 실질적 부처 협업을 조정할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위상의 모호성
과 운영형태의 불완전성 및 단년도 위탁사업 위주로 안정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자원봉사기본법상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민간대표기구로서 정부의 보조금 사업 수행 중심 

    - 이러한 가운데 자원봉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적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어
려운 실정임.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기본법에 의거한 현행 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행안부
의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 중앙차원에서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부처별 기관별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과 조율, 
의결 이후 이행과 모니터링 및 이행결과에 대한 감독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
할 집행기구를 명시화 할 필요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총괄적 자원봉사 진흥 및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등을 위
해 광역단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필요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및 일감에 대한 정보제공, 자원봉사 관련 실
적 산출 등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은 1365, VMS, 나이스(NEIS), 
DOVOL, 문화품앗-e, 농촌재능나눔 스마일재능뱅크, 팀즈 등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개별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와 포털 간 자원봉사실적 연계 등이 추진되어 왔음. 

   ¡ 이용자인 국민이나 자원봉사자 편의가 고려되지 못함. (개별 시스템 별 계정 상이)

   ¡ 여러 포털에 중복 가입된 봉사활동 실적은 더 이상 대표적 통계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 1365 포털의 자원봉사실적(등록 대비 활동률)은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어 
관계된 자원봉사센터들이 양적 실적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불합리한 방안을 동원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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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인증 기능 중심의 포털은 시간입력 중심의 관리 비효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 시간 인증 프레임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 여부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는 등 자유로운 봉사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 

     - 나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준은 모두 획일적인 시간으로 기준화 
되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보다 시간에 얽매이게 함.

   ¡ 자원봉사 포털의 방대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해 활
용하는데 미흡 

2) 정책추진의 목적 

  ¡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추진체계에 관여하는 공적 조직과 지원시스템을 포함한 
자원봉사 인프라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책임 있는 
사명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관련 민간 전문조직과의 연대와 협업을 통
해 전문역량과 위험상황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함. 

3) 정책과제의 구성과 내용

  ¡ 정책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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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및 수행/협력기관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수행/협력기관

Ⅱ-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기초자원봉사센터

유관 민간 기관/단체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Ⅱ-2. 공적 자원봉사

     진흥 기구 정비

4.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설립 행정안전부 협조기관 : 중앙센터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앙센터(이후 신설 자원
봉사진흥원)
지역센터

Ⅱ-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6.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고도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중앙센터(이후 신설 자원

봉사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참여인증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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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법과 조례 및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기반 하여 설치·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

를 공적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로서 조직적 위상을 공고히 하되, 자치단체로부터의 예속성 문제와 

공적영역의 자원봉사 지원 기능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해 내며 확장된 민간 자원영역에서의 연계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문

적 기능을 높임으로써 그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 법인 형태로 전환하며 센터의 재원이 다각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전문 인력 중심의 센터장과 센터 종사자의 규

모를 확대함. 센터 조직구조의 개편 및 지역 풀뿌리 봉사단체와 소모임 지원 사업, 기업·마을·사회

적 경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 하는 과제를 제안함. 

Ⅱ-1-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 세부 실행내용
     - 기본법 및 조례의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근거 삭제와 법인설립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직영 및 위탁 체제 센터의 민간 전문운영 형태로 점진적 전환
     - 자원봉사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의 전문자격 요건 강화와 인력 충원을 통한 민간

       전문 인력 강화(센터장 상근화 및 퇴직공무원 채용 제한 규정 포함)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복무규정 마련
     - 광역 및 지자체의 센터 운영·사업비 예산 지원 합리적 증가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 기본법 및 조례개정
       -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근거 삭제
     ② 광역 및 기초센터 법인전환

- 지자체 단위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필요성 공론화 및 법인화 추진
- 법인 전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③ 센터운영지침개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개정 : 센터장·직원 자격, 직원 수, 직무 규정을 민간 
전문가 중심 및 기능 확대
- 광역 및 기초센터 조직구조 개편 및 전문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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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법 개정), 지자체(조례 개정 및 행·재정 지원)
      - 수행 및 협력기관 : 센터협회(법인 전환 모델 마련 및 기초센터 법인 전환 지원)
                          중앙센터(지침 개정)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법인 전환 시행) 

Ⅱ-1-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인적자원의 기여 뿐 아니라  

물품과 기부금 등을 동시에 기탁 받는 사례가 많으며(특히 재난재해시 빈번하며, 평
상시에도 이는 자연스러운 시민의 자발적 기여행위로 촉진되어야 함), 이에 자원봉사센
터가 현금 및 물품기부를 기탁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현행 기부금품(제5조)에 근거 지자체 및 출연기관의 단순 기부금품 기탁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지자체의 재원 출연 및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법인화에 
따른 민간 재원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센터 재원을 다각화 함. 

     - 센터의 재원 다각화를 위해 광역센터 수준에서는 모금전문기관(한국모금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과의 협력을 통해 기초센터의 모금재원 활용방안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심사절차(기부심사위 심의)를 생략하는 기부금품 

접수 특례(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 조항 마련
     ② 외부공모사업 참여 및 민간재원의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 민간재원 활용 실태조사와 합리적 활용체계 마련
- 민간재원 활용 방안 센터 운영지침 포함
- 외부공모사업 참여 등 센터 사업 포함
- 민간재원 활용 방안 교육 및 확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법 개정), 지자체
     - 수행 및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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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센터 (지침개정 및 교육 등 내용 보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센터의 민간재원 활용실태 점검)
        : 광역센터 및 모금전문기관(기부금품 활용 방안 기초센터 교육 지원)
          기초센터 (기부금품 사용 실행 및 활용)
        

Ⅱ-1-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으로 기업, 마을, 사회적 경제, 민간단체, 공공기관, 언론 

등 조직 수준에서의 연대 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 사업을 통해 섹터 간 및 섹터 내 자원
봉사를 확장함*.

      * 예) 동주민센터 자원봉사거점(캠프)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역시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임을 주지시킴.

     - 지역사회 내 상업, 기업, 풀뿌리 봉사단체, 소모임(동호회 등) 등의 자원봉사 참
여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함.

  ¡ 추진계획
     ① 센터내 대외협력 전담부서 설치 및 협력사업 시행
      -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조 개편(전담 대외협력팀 신설)
      - 기업, 마을, 사회적 경제, 공공기관, 언론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② 지역 풀뿌리단체 소모임 등 지원사업
     - 기초센터 단위 지역 풀뿌리 자원봉사 지원 사업계획 및 실행
     - 지역사회 현안 의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중앙센터(조직구조 모델 등 지침 개정), 
                  센터협회(센터역할 고도화 위한 협력 사업 예시 등 지역센터 지원)
     - 수행기관 :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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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공적 자원봉사 진흥기구 정비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중앙 대표 기구인 자원봉사 진흥 기구의 설립과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히 하고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 

협의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자원봉사제도의 조정과 지원 및 분야별 활성화 기능을 위한 자원봉사 

진흥원 설립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여 중앙과 광역 등의 기능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도록 

정례화 하는 과제를 제안함.

Ⅱ-2-4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설립

  ¡ 세부 실행내용
     -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인프라와 민간자원봉사단체가 확대됨에도 불구

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구와 활동을 총괄하고 국가의 자원봉사 트랜드를 
분석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Think Tank의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정부출연
기구인 ‘(가칭) 한자원봉사진흥원’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추진함.

     - 자원봉사진흥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중앙센터의 기능상 전환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Task Force를 행정안전부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관련 실행계획을 준비함

   
  ¡ 추진계획

① 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 자원봉사기본법 19조 개정, 중앙 자원봉사진흥기구로 가칭 “자원봉사진흥원” 규정 

신설
- 행정안전부 출연기구로 재단법인 자원봉사진흥원(민법근거) 설립 과정 수행
   :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과 예산지원 근거, 운영 재정 마련(행정안전부 주도)

② 진흥원 설립준비 TF 구성 및 설립추진
 -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TF 구성(행안부, 자원봉사 현장 및 학계, 법전문가 등)하여 

설립 준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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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기본법 개정 및 출연기구로 재단법인 설립 추진 업무)
     - 협조기관 : 중앙센터 

◀ 참고사례 ▶

미국의 전국단위 자원봉사 대표기구 (Points of light http://www.pointsoflight.org/소개)

- 미국의 Points of light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서비스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중앙 조직임.

- Points of light의 명예회장은 조지 부시 미국 41대 대통령이며 사무총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행부를 구

성하고 있음.

- 이 기구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가족 및 청소년 활동 지원, 국제 활동, 기업활동, 컨퍼런스, 포상 등을 운영함.

- 미국의 Points of light는 4개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사업 영역 조직으로(Hands On, Corporate Institute,

Americorps, Generation On) 더 강력한 자원봉사 정보와 지원 조직으로 자리매김함 

영국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Volunteer Organizations https://www.ncvo.org.uk/) 소개

- 영국 전체의 자원봉사 NGO, 기업사회공헌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의 통합 중앙 조직

-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연결하는 연계 서비스, 자원봉사 정책, 이슈, 연구, 훈련, 관리 총괄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및 NGO, 자원봉사 기구를 연계하는 종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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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 세부 실행내용

     - 기본법 제8조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된 자원봉사관련 행정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
사 정책 심의 기구임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대면회의 활성화와 심의의결된 내용의 실행
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흥원의 역할 부여

      - 국가단위 뿐 아니라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자원봉사기본법 8조에 진흥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립과 기능 명시
- 중앙진흥위원회의 부처간 사업 조정기능 포함 및 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신설 예정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부여 

②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조례 개정
 - 광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립 조례개정
 - 광역 진흥위원회 주요기능으로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내용 명시
   (국가 및 광역중심의 진흥 계획 수립과 이행 촉진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
- 중앙 및 지자체 진흥위원회 정기화로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체계 공고화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수행/협조기관 : 중앙센터 (이후 신설 한국자원봉사진흥원에서 담당)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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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혁신  

◀ 정책과제 개요 ▶

⦁ 2017년 자원봉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2%, 포

털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9%, 포털을 통한 참여경로가 0.9%인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포털

이 자원봉사활동관리와 활동유인으로서 직접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기관을 연결해 주는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이 연결과 시간관리에만 경

도되어 포털이라는 공적 인프라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자원봉사 시간 관리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 인증과 확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발생함에 혁신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도출되었음.

⦁ 이에 세부과제로 자원봉사자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포털 고도화를 추진하며 포털을 통한 자

원봉사 시간관리가 아닌 자원봉사 참여관리 및 활동 이력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

⦁ 자원봉사 매칭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발생하는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모색하는 정책을 제

안하고자 함.

Ⅱ-3-6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포털 서비스 고도화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 포털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안내하거나 촉진하는 기능과 저변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포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 함.

    - 이용자 중심 포털 고도화의 정책 방향은 (1) 종합적 안내 기능 강화, (2) 쉬운 로
그인과 개인의 참여 관리, (3)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 개발임. 

      ● 첫째, 종합적 안내기능은 1365 포털을 비롯해 분야별 자원봉사 시스템(VMS, 
Dovol 등)을 통한 활동과 지역자원봉사센터의 활동 사이트가 연결되는 연결기능
의 활성화이며, 

      ● 둘째, 쉬운 로그인과 개인의 참여관리는 최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셜 로
그인 방식을 활용하며, 

      ●셋째,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서비스는 자원봉사 매칭 자료의 누적에 따라 이
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를 개인별 맞춤 컨설팅, 교육, 활동안내 등이 설계되어 제
공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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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포털의 종합 안내기능 강화
 - 1단계 : 기존의 1365 포털 및 부처별 자원봉사 포털이 시간관리 중심이 아닌 정

보제공과 활동 안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재조정 필요
 - 2단계 :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집대성될 수 있도록 정보 집적과 
          용이한 안내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발 전담 부서 설치 : 서비스개발을 위해 (가칭)자원봉사진흥원 내부에 

   포털 직접 개발자를 두고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② 쉬운 로그인 (소셜 로그인)과 개인 참여 관리
 - 소셜 로그인 기능 개발 : 이용자 중심의 로그인 편이 서비스로 최근 SNS(페이스
북, 등)나 포털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편리한 로그인과 서비
스 이용을 위해 추진함

  - 소셜 로그인을 활용한 쉬운 로그인과 개인 참여관리 및 SNS를 통한 자원봉사 
기록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③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 매칭 자료 누적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 : 자원봉사 포털의 이용자와 이들
의 자원봉사 매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칭성공과 매칭 데이터를 확보하면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경향이 수집되며 이를 기반
으로 자원봉사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함  

- 관리기관 내에 빅데이터 관리 운영팀 설치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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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 Points of light http://www.pointsoflight.org/자원봉사활동 포털 사이트)

- 원하는 지역과 활동의 키워드, 기간을 설정하고 자원봉사를 검색하는 기능(1365포털과 유사)

-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Google site link) 검색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 

- 가입동기, 할 수 있는 활동(교육, 번역, 기술 등)을 입력하면 관련된 활동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

■ Volunteer Ca 캐나다 국가 자원봉사 포털의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활동 찾아주기 퀴즈

(https://volunteer.ca/quiz/english)

- 캐나다의 국가 자원봉사 사이트는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퀴즈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매칭프로그램을 서비스함

- 처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이 서비스는 구체

적인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제공함

- 자원봉사 매칭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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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 시스템 구축

 
 ¡ 세부 실행내용
    - 자발성과 시민성의 자원봉사 가치를 시간인증에 경도된 시스템을 통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시간인증제도 정비와 참여인증제도 점진적 개편을 실시하며 자원봉사 활동 육성으

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기구 운영이 필요.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 
시간인증제가 참여관리정도로 약화되고 기업, 대학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시간이 
아닌 참여인증으로 전환되는 정책전환, 인식과 태도전환이 함께 필요함.

    - 시간인증제도의 참여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포상제도가 함께 변화
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추천할 때 운영하는 시
간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① 참여인증제 전환을 위한 부처 TF운영

-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시간인증제도 개편계획 마련 
- 시간인증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 참여인증 관리 방안 마련
- 시간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부처TF 운영 : TF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
회에 두고 구체적인 실행과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일괄 추진하며 신설 예
정 자원봉사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함

② 자원봉사 참여인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자원봉사 참여인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기반
으로 활동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 참여인증 시스템 개발과 운영 : 참여인증은 시스템기반으로 운영하며 참여인증관리
는 자원봉사활동 이력 출력의 간단한 기능으로 자원봉사 포털에 반영(자원봉사 포털 
이용자 중심 고도화에 기능 반영)

③ 새로운 자원봉사 관리방향 홍보
- 자원봉사 포상에서 활동 누적 시간 외에 다른 기준(혁신성, 창의성, 파급성, 변화 정
도 등)의 자원봉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내용개발을 통해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
어지도록 유도함.

- 변화된 관리방향에 대한 자원봉사자 홍보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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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1. 자원봉사  
 센터의 민간
 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1.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및 전문성 강화

▸ 자원봉사기본법 및 조례개정 ▬ ▬

▸ 광역 및 기초센터 법인전환 ▬ ▬ ▬

▸ 센터운영지침 개정 ▬

2. 자원봉사센터 재원의 
   다각화  

▸ 자발적 기부금품 기부심사절차 간소화 ▬

▸ 외부공모사업 참여 및 민간재원의 합

리적 활용방안 모색
▬ ▬ ▬ ▬ ▬

3. 자원봉사센터의 유관 섹터간 
  협력·지원기능 고도화

▸ 센터 내 대외협력(기업,마을,교육,사회적

  경제 등) 전담부서 설치 및 협력사업 시행
▬ ▬ ▬ ▬ ▬

▸ 지역 풀뿌리단체,소모임 등 지원사업 ▬ ▬ ▬ ▬ ▬

2-2. 공적 자원
 봉사진흥 기구 
 정비

4.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
원 설립

▸ 진흥원 설립근거 마련

   (자원봉사기본법 개정)
▬

▸ 진흥원 설립준비 TF 구성 및 설립추진 ▬ ▬

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 자원봉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

▸ 지역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조

례개정
▬ ▬ ▬ ▬

2-3.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 
  혁신

6.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서비스 고도화

▸ 자원봉사 포털의 종합 안내기능 강화 ▬ ▬ ▬ ▬ ▬

▸ 쉬운 로그인(소셜로그인)과 개인참여관리 ▬ ▬ ▬ ▬

▸ 빅데이터 기반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

7. 시간인증제 정비 및 대안적 
  참여인증 시스템 구축

▸ 참여인증제 전환을 위한 부처 TF운영 ▬ ▬

▸ 자원봉사 참여인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 ▬

▸ 새로운 자원봉사 관리방향 홍보 ▬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이후 신설 자원봉사진흥원에서 수행),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4) 정책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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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영역(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에 대응하고 각 지역과 영역별 일선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어 갈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과 위상 강화 필요.

 ¡ 자원봉사센터는 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문별로 연간 최소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행정안전부 2017). 

   - 교육부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공통 부문으로, 교육대상은 자
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수요처 관리자, 거점 관리자로 분류됨.

      * 2015년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이 5,006회 개최되고, 5,114명이 참여함(같은 해 전국 자원

봉사센터 근무인력은 1,316명). 수요처 관리자의 경우 5,436회 교육에 15,113명, 거점 관리자는 3,013

회 교육에 8,541명이 참여함(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화 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 있
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현행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과 교육은 자원봉사관리 업무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권현수 2009),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지님.

   - 교육실행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내용의 미비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
족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대부분 개별 자원봉사센터가 필요
시 외부강사를 섭외해 실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실행에 있어서 체계
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의 미정립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자원봉사관리자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직업군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의 직업지표’ 등에 자원봉사관리자 미등재

(반면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지도사 등은 등재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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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기업에도 자원봉
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있음. 이들은 자원봉사 현장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자원봉사자 지원)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방식의 변화 필요.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육성·발굴을 위해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음(행정안전부, 2017).

   -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자원봉사교육의 기회가 아직 충
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2014년 66%에 비해 조금 줄어든 

51.75로 나타났음. 한편 자원봉사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2014년 17%에서 2017

년 5.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자원봉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한국자원봉사포
럼, 2015: 114; 이철선 외, 2016: 150).

 ¡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관련 주체들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자원봉
사자 보험 가입, 자원봉사기관·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14·15조).

   - 하지만 2011년 교통봉사 중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모범기사봉사자의 사례 등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국회에서도 자원봉사자 보험 외에 사고를 당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자원봉사공제회 설립,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음.

   - 자원봉사에 대한 오해와 인식미비로 강압적 자원봉사, 자원봉사 업무 외 사적활동 지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수요자(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차별적 행동 등 인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 

하지만 아직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비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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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시간 중심의 양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식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가치훼손, 자원봉사자
간 비생산적인 경쟁, 자원봉사의 질적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이후부터 자원봉사 관련 부처들이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원봉사 시간인증
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포상, 점포나 공공시설 이용 할인, 상해보험 가입 등의 
인정·보상을 제공하고 있음(이철선 2016, 34-35). 

   -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이 활동시간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시간이 많
으면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교환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자원봉사 시간에 기반 해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 발급, 각종 요금할인, 식비 등 실비제공, 자원봉

사 마일리지 적립 및 제세공과금의 마일리지 납부,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국공립대학 편입학 가산점 부여 등

의 방안들의 입법화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이 활성화 되고, 공익활동과 자원봉사간 상호작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자원봉사계는 이러한 융합의 흐름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해온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새로운 자원봉사 형태에 대한 대
응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위한 상생 모델’ 관련 연구·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자원봉사의 융합에 대한 현장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자원봉사 프로그램)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전통적인 자원봉사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왔지만, 아직 대부분
의 자원봉사는 단순 노동 봉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단순봉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철선 외, 2016: 141).

      *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서 ‘일손돕기’(48.7%)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이어서 모금(17.8%), 교통·범죄예방(14.3%)의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

류해 보면 다양한 욕구가 드러남. 남성은 재난구호, 스포츠·여가, 여성은 교육, 상담, 보건의료를 선호함. 20대

는 교육, 생태계·환경활동, 30대는 재난구호·행정사무, 40대는 재난구호·캠페인, 50대는 생태계·환경, 보건의료, 

60대 이상은 생태계·환경보호를 선호함(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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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의 공유·전파가 활성화 되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획일화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혁신적이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프로그
램의 필요성 제기.

2) 정책추진의 목적 

  ¡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관리자를 중심에 둔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
합적 관리전략체계로의 혁신 및 자원봉사 전략사업 실행을 통한 자원봉사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 

3) 정책과제의 구성과 내용 

   ¡ 정책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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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및 수행/협력기관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수행/협력기관

Ⅲ-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

회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중앙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자체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 이음 외 
자원봉사전문단체

Ⅲ-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외 유관 자원봉사단체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유관부처
중앙센터

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유관 기관/단체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중앙센터
유관 기관/단체

Ⅲ-3. 자원봉사 전략사

업 및 프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
램 시행

행정안전부
아젠다별 관계기관
중앙센터
지역센터 외 유관단체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
그램 지원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자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지역센터 외 유관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Ⅲ-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일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관리

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의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실행체계를 구축해야함. 또한 자원봉사

센터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기업·단체의 자원봉사관리자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되

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을 통해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및 우

수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자원봉사관리자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

게 하고, 직업적 자질과 역량을 규정하는 윤리강령이 확산·정착될 필요가 있음.



- 118 -

Ⅲ-1-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관리 역량을 위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의 고도화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전담기구 설치, 지역별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실행 체계 구축.
      - 자원봉사센터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모든 기관·기업·단체의 자원봉사 

담당자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대상 확대.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고도화

- 현행 자원봉사 관리 과정‧업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개편
- 가치추구: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가치
  (시민성, 공공성)의 실현에 관한 내용
- 변화대응: 자원봉사의 패러다임과 사회환경의 변화
  에 대응에 관한 내용
- 지역사회협력: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중앙센터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지자체

②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전담체계 
   마련

- 중앙센터에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
- 중앙센터과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할 광역 자원봉사센터의 
  전담부서 신설 혹은 기능강화

② 자원봉사 활동  
   이 있는 유관
   수요처 관리자
   교육 확대

-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 기관‧기업‧단체 등의 자원
  봉사관리자 교육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공공기관 및 기업 인재개발‧연수 기관에 자원봉사
  관련 교육과정 개설 권고
- 축제, 대회 등의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관리자 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유관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교육

부 등), 중앙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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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직업군 등재를 통한 사회적 위상 확립 
      -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확산·정착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자원봉사관리자
   표준직업 등재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나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의 ‘한국의 직업지표’ 등에 자원봉사관리자 등재 
  추진.
- 직업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홍보자료 및 
  청소년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대학의 관련 학과와 자원봉사 관련 기관·기업·단체
  의 일자리 연결 방안 모색. 
- 자원봉사관리자의 자원봉사관리자 표준교육 이수
  의무화를 자원봉사센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한국자원봉
사센터협회
평생교육진
흥원
자원봉사이
음 외 자원
봉사단체②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확산‧
   정착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자원봉사관리자 윤리
  강령을 공신력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공론화‧확산.
- 자원봉사단체 외 기관·기업·단체의 자원봉사관리자
  들의 정체성 부여, 자원봉사 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이음 외 자원봉사단체

◀ 참고사례 ▶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논의·제정 경과

2010년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제안 소위원회 구성·운영

한국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기념포럼에서 초안 발표

2015년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윤리강령 세션 개최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제정위원회 구성·운영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선포

이후 공식적인 제정과정으로의 진전이 필요함.

출처: 천희, 2015, 자원봉사관리자의 윤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윤리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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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의 주체인 자원봉사자의 성장과 자원봉사의 영역확장을 지원하고, 자원봉

사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이 자선에서 시민성과 공공성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장단계별로 

분화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함. 또한 자원봉사가 시민사회의 다른 활동들과 융합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해야 함.

⦁ 아울러 봉사시간 중심의 획일화된 양적 기준을 넘어 자원봉사의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새

로운 인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자원봉사의 진일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 자원봉사가 활

성화되면서 제기되는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

Ⅲ-2-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실행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자의 경력과 성장단계별로 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
      -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구와 지역별 교육실행 체계 구축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기존의 교양중심의 교육에서 자원봉사자의 경력에 
  따른 성장단계별 교육콘텐츠 개발

신 설 예 정 
가칭 자원
봉사진흥원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외
유관 자원
봉사단체②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체계
   마련

-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에 자원봉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
-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과 협력하면서 지역사
  회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할 광역 자
  원봉사센터의 전담부서 신설 혹은 기능강화
- 기초 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기
  관·기업·단체의 자원봉사자 교육 실태 조사, 지역사
  회 자원봉사 교육실행 네트워크 구축.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
      - 수행 및 협력기관: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외 유관 자원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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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성장단계별 리더십 모델의 사례: 존 맥스웰의 ‘리더십 5단계’

1단계 지위(Position): 당신의 지위 때문에 따르는 단계. 주어진 역할수행, 작업이해, 업무지시 등

이 요구됨.

2단계 허용(Permission): 당신과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따르는 단계. 역할의 위임, 멘토의 역할 

등이 요구됨.

3단계 성과(Production): 당신과 성과를 위해 한 일 때문에 따르는 단계. 추진력, 실행력, 판단력 

등이 요구됨.

4단계 관계(People): 당신과 리더양성을 위해 한 일 때문에 따르는 단계. 성장을 위한 격려, 지

원, 가능성 판단, 인재양성 등이 요구됨.

5단계 존경(Person-hood): 당신의 성품 때문에 따르는 단계.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이끌어 냄.

출처: 존 맥스웰, 강준민 역, 리더십의 법칙, 비전과 리더십.

Ⅲ-2-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의 예방과 보상 체계화
      - 자원봉사자, 도움수요자, 관리자 등 자원봉사 현장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강화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사고예방 및
   상해보상 체계
   강화

- 상해보험 집행실적 분석 및 안전 관련 실태조사, 
  통합 상해보험 체계화 등 정책대안 제시, 사고예방 
  및 현장 대응 매뉴얼 개발.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관부처
중앙센터② 인권 관련 실태

   조사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관련 실태조사
 ‧ 자원봉사자의 부당한 동원, 자원봉사 수혜자에 대
   한 비인권적 처우,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폭언 등 
- 자원봉사 현장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세밀
  한 정책대안 제시 및 현장 메뉴얼 개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유관부처, 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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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세부 실행내용
      - 진학, 취업 시 자원봉사 인정방식 실태조사
      - 자원봉사 가치 및 활동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진학, 취업 시
   자원봉사 인정
   방식 실태조사

- 진학, 취업 등 자원봉사 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분
  야와 인정방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관부처
중앙센터② 자원봉사 가치 

   및 활동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자원봉사의 가치에 기반한 활동내용의 사회적 인
  정방안에 관한 공론화 및 정책대안 제시
- 자원봉사 활동내용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
  는 ‘자원봉사 이력제’ 도입.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유관부처, 중앙센터

◀ 참여사례 ▶

2011 유럽 자원봉사의 해(European Year of Volunteering 2011)

유럽 자원봉사의 해에서는 자원봉사참여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여

기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이 포함됨. 이에 따라 자원봉사가 경제, 사회, 개인에 대한 공헌

을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1.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기반형성(To create an enabling and facilitating environment for

volunteering in the EU)

2.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역량 강화(To empower volunteer organisa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volunteering)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To reward and recognise volunteering activities)

4. 자원봉사의 가치에 관한 인식제고(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and importance of

volunteering)

출처: http://ec.europa.eu/citizenship/european-year-of-volunteering/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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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과 재규정

 
  ¡ 세부 실행내용
      -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새롭게 형성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등)간 융합에 따른 자원봉사의 수요처 범위 확장.
      -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기준 마련.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시민사회 활동
   과의 융합을 
   통한 자원봉사
   개념확장

- 자원봉사와 다양한 시민사회 공익활동간의 융합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 자원봉사 수요처 확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범위기
  준 설정을 위한 공론화 및 연구용역 추진(사회통
  계, 사회조사, 사회지표 등과 연계한 현황조사·분
  석)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② 확장된 자원봉
   사의 범위 기준
   제시

- 자원봉사 수요처 확장에 관한 방향과 범위에 관한 
  권고안 제시

중 앙 센 터 
외 관계기관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유관부처, 중앙센터 외 관계기관

Ⅲ-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통로가 되고,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가 되는 자원봉사 정책사

업 및 프로그램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혁신의 방향은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개인적 수혜에서 

사회적 변화, 개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증진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두 가지로 도출됨.

⦁ 사회적 변화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 대한 도움을 넘어 좀 더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별 사회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야 함.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 있어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며, 

혁신적인 방식에 기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좋은 사례들을 발굴·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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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행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전략 사업 개발·추진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아젠다
   프로그램 추진

- ‘한국 자원봉사의 해’에서 개발한 사회문제 해결형 
  10대 아젠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확산
- ‘사회문제 해결형 전문봉사단’(행정안전부), ‘지역·사
  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사업’(서울), 도민협력 ‘남
  도사랑봉사단’(전남) 등의 관련 정책과 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아 젠 다 별 
관계기관
중앙센터
지 역 센 터 
외 유관단
체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 실행 및 협력기관: 아젠다별 관계기관, 중앙센터, 지역센터 외 유관단체

◀ 참고사례 ▶

한국 자원봉사의 해 사회문제 해결 10대 아젠다

아젠다 내용
1 교육역량혁신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만들기
2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안전한 사회 만들기
3 빈곤에방 및 해결 어려운 이웃과 손잡기
4 여가문화 풍요로운 여가문화 만들기
5 환경 숨쉬는 지구 만들기
6 마을공동체 강화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
7 고령화 사회 극복 활기찬 노후 만들기
8 인권·다문화·생명존중 소수자를 배려하고 생명존중하기
9 평화·통일 평화통일로 다가서기
10 직접 선정 주제

출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6, 한국자원봉사의해 국민운동을 위한 『10대 어젠다(Agenda) 모

델사례 발굴 및 보급』: 3개 기획 어젠다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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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의 전통적인 접근을 넘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 공모지원.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확산.

  ¡ 추진계획

세부과제 내용 추진계획 추진주체
수행/협력

기관

① V-innovation 

   프로그램 공모

   지원

- 혁신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V-innovation’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센터
지 역 센 터 
외 유관단
체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환경부), ‘지역

  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경기, 대구, 세종, 울

  산, 인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전남), 소모

  임, 커뮤니티 자원봉사 참여 확대(서울) 등 지역 특

  성화 정책과 연계.

환경부, 지
자체

③ 우수 자원보사

   콘텐츠 발굴‧
   확산

- 우수자원봉사 콘텐츠 발굴·확산(행정안전부·보건복

  지부) 정책과 연계. 지역별 우수 자원봉사 사례발

  굴 및 시상에 혁신적이고 지역 특색이 반영된 사

  례에 대한 부문 신설.

- 혁신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의 성과 및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파악하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 추진체계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실행 및 협력기관: 중앙센터, 지역센터 외 유관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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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콘텐츠 
고도화 및 교육실행체계 구축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콘텐츠 
고도화 ▬ ▬ ▬ ▬ ▬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전담 
체계 마련 ▬ ▬ ▬

▸ 자원봉사활동이 있는 유관 
수요처 관리자 교육 확대 ▬ ▬ ▬

2.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
상 확립

▸ 자원봉사관리자 표준 직업 
등재 ▬ ▬ ▬

▸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 확
산·정착 ▬ ▬ ▬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
략 혁신

3.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
개발 및 실행

▸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 ▬ ▬ ▬

▸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체계 
마련 ▬ ▬ ▬

4.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인권과 
안전 보장

▸ 사고예방 및 상해보상 체계 
강화 ▬ ▬ ▬

▸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 ▬

5.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진학, 취업시 자원봉사 인정
방식 실태  조사 ▬

▸ 자원봉사 가치 및 활동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 ▬ ▬ ▬ ▬

6. 자원봉사 수요처 범위의 확장
과 재규정

▸ 시민사회 활동과의 융합을 
통한 자원 봉사 개념확장 ▬ ▬ ▬

▸ 확장된 자원봉사의 범위 기
준 제시 ▬ ▬ ▬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
로젝트 지원

7.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
로그램 시행

▸ 한국 자원봉사의 해 10대 아
젠다 프로그램 추진 ▬ ▬ ▬

▸ 지역사회 문제해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시행 ▬ ▬ ▬

8. 지역특성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V-innovation 프로그램  공
모 지원 ▬ ▬ ▬

▸ 지역 특색 자원봉사 프로그램 ▬ ▬ ▬

▸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 발굴-
확산 ▬ ▬

4) 정책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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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영역(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 실태조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 통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함. 주요 자원봉사 관련 통계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있고, 주무부처인 행
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실태조사가 있음. 특히,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한국인의 자
원봉사와 기부’는 3년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인의 자원봉사 전반을 파악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을 준다고 판단됨. 그러나 국내·외 자원봉사 실태를 이해하여 데이터기
반의 정책수립 및 연구수행,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이해 등을 위해서는 일정 한계
가 있다고 여겨짐. 따라서 자원봉사 실태조사의 표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됨

  ¡ 학계와 현장 간 자원봉사의 개념 및 가치 요소가 다를 수 있음. 이와 함께 civic 
service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점 등이 존재하나 달리 이해하고 응답할 가능성 존재

  - 실제 자원봉사는 전통적인 무대가성에서 실비제공까지, 완전한 자발성에서 규범과 
의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간 개념적 범주도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있음 
   

[그림 3-Ⅲ-1]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유형

출처: 서울연구원(2017) 자문회의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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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항목의 기준 불일치 발생

<표 3-Ⅲ-1>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행안부의 실태조사 간 비교

구분 통계청(사회조사) 행안부(실태조사)

조사시기 2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응답자 연령 13세 이상 만 20세 부터

자원봉사의 
개념 별도 없음

명시
(개인 또는 그룹이 기관 혹은 단체를 통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

자원봉사활동 
유형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환경
보전·범죄예방, 자녀교육, 국가 및 지
역행사,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기타 

보건의료(기관) / 교육(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공원, 거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환경/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공명선거, 정치 및 정당(단체),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 청소년(단체)/재난 
재해 현장/ 국제기구 

활동인지
경로

신문,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
/ 직장, 학교, 소속단체(종교)/ 시설, 
단체의 직접 홍보/ 가족, 친구 및 동
료 등의 권유/ 자원봉사 연계기관/ 기
타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이나 
권유를 받았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활동을 보고 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소속된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의 뉴스, 광고(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자원봉사포털(1365, VMS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인터넷이나 
쇼셜네트워크(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파트, 주민센터 등 
안내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었다/ 건물 옥외 
광고물, 지하철 및 버스 광고물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전문성을 
발휘한 

자원봉사

*19세이상부터 응답
이미용/ 요리/ 의료/아동학습지도/ 
통역 및 번역/공연/평생학습관련/ 전
문상담/ 운전/주택수리 등/ 기타

별도 없음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향후
있다/ 없다

*향후 1년동안
전혀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모르겠다, 무응답

  

출처: 통계청(2015),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문화(2017)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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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학술활동) 연구 및 학술활동은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정책적·실용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 개인 단위의 순수 연구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응용 연구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 특히, 정
부에 의해 지원되는 응용 연구는 정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
러낸 것으로 관련 정책 이슈 등을 연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시사해줌 

¡ 4차 산업 혁명 대비 자원봉사 정보의 활용성 및 정보보호 문제 등 중요 이슈 등을 선제
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자원봉사 일상의 제문제 즉,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 자원봉사 
정책효과, 자원봉사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 문제와 그로 인한 인식 차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 관한 논문 또는 보고서 등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
로 생산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자원봉사를 다루는 다양한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 관
련 다학제적 접근으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원봉사 기록물) 기록물이란 업무 또는 활동이 끝난 것을 주제별·시기별 등으로 편철 
등을 통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자원봉사 관련 기록물 또한 주제별·시기별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이 가능할 것임

¡ 자원봉사기록물과 관련 우리나라의 기관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아카이브를 구축, 정
보전달에서 인포그래픽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이슈에 대한 대
강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자원봉사와 관련
해 기념할 만하고 미래세대에 학습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여겨짐. 이러한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되새기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원봉사 평가체계) 평가란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평가체계는 
자원봉사가 지닌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규명하고,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보다 발전된 자원봉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음.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현재의 자원봉사 관련 정부지자체합동평가는 그 취지와 달리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할 우려가 있음. 자원봉사관련 
지표를 자원봉사활성화에 맞게 교체하는 동시에 평가의 주안점을 자원봉사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변화 또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무엇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중앙부처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국가기본계획이라 해도 이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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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이끌
어낼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모형 또는 이행점검체계
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있음 

¡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인 자원봉사 활동율, 참여인원 증가율은 원칙적
으로 정부합동평가의 취지와 맞지 않음.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지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내 자원봉사활성
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존의 자원봉사 관련 정부합동
평가지표는 새롭게 배열되어야 할 것임 

  - 자원봉사 활동율 및 참여인원 증가율을 평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실적 증가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관련 센터 
직원(관리자)은 물론 자원봉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임. 아울러, 교육은 부차적 해결 수단으로 원천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지
자체합동평가 평가지표의 변경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대체 지표를 선택함에 있어 그 방향성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중요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자원
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 및 임용,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 운영위원회 규
정, 예산편성 기준 등이 지켜져야 함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14)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이에 합동평가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패널티 구조를 설계하여 지도할 필요 있음(이란희, 2015에서 요약)  

  * 2015년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직영자원봉사센터 중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78.2%

  * 2015년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센터장의 비상근율 44.5%(광역 5, 기초 104) 

  * 2015년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운영위원회 미설치 15.5%(기초 38)

  * 2015년 전국 자원봉사센터현황, 228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 미충족율 65.8%

   (기준만 충족 17.1%, 기준초과 17.1%)  

¡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는 로직모델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력’의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임.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는 기존의 성과평가가 답하지 못했던 변화 
또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자원봉사를 둘러싼 기부자, 직원, 자원봉사자, 지
역주민, 정부 등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학계의 연구자에 주목

14)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은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매우 약
하여 실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을 상향
하든가 아니면 정부합동평가를 통해 준수여부를 강력히 평가하든가 정책적·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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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이란희 외, 2013).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보다 광역적·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를 확
인하는 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자원봉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변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적·광역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영향력
평가 모델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  

  
2) 정책추진의 목적
   자원봉사 실태조사의 표준화를 통해 정책현장·자원봉사현장·학계연구결과 간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자원봉사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자
원봉사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을 통해 지속적 학습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원봉사 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이며, 바람직한 자원봉사 평가체계를 구
축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둠.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는 자원봉사 제반 환경을 인식하는 출발점이자 문제점을 확인하
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영역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임

3) 정책과제의 구성과 내용

   ¡ 정책과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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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및 수행/협력기관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수행/협력기관

Ⅳ-1. 자원봉사 실태

조사 내실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행정안전부
중앙센터

통계청, 기타 
연구기관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신설예정 가칭 
자원봉사진흥원

Ⅳ-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중앙센터
유관기관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중앙센터

Ⅳ-3. 자원봉사 기록

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한국사회복지협

의회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중앙센터,

자원봉사센터

Ⅳ-4. 자원봉사 평가

체계 개발 및 평가

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개발과 시행 행정안전부
중앙센터
(이후 신설 

자원봉사진흥원)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센터, 
센터협회

9.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행정안전부
중앙센터

(이후 신설 
자원봉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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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

모하여 정책수립, 현장이해, 연구토대 자료로 기능을 함에 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주체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

시 및 지원을 제안함. 특히, 전자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개념 및 가치의 변화, 국내외의 자원봉사

통계 문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를 제고해나갈 

것임. 후자를 위해서는 확정된 ‘실태조사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국(국가)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

는 것은 물론 광역단위의 실태조사가 실시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분야의 국가적(광

역적) 정책 수립, 이해관계자의 이해 등을 도모하고자 과제로 제안함

Ⅳ-1-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세부 실행내용
     -한국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미국 자원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 영 

연방 자원봉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유렵연합
(EU), 캐나다봉사단(Volunteer Canada), 유엔봉사단(UNV), 국제노동기구(ILO) 등
의 국내외 자원봉사 개념의 정의, 원칙, 그리고 변천 등을 조사하고, 국내외 자원
봉사 관련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자원봉사의 개념 추적 

     -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 중 자발성의 변천, 대가성의 변천,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
(civic service)의 개념 차이와 유사성 등을 집중 조사

     - 통계청의 사회조사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의 설문 문항, 선택지,  
      기준, 척도 등을 파악
   
 ¡ 추진계획
      - 전문성을 지닌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자 파악
      - 개념 확인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문항 조사결과에 따른 함의 및 방향 확정
      - 실태조사 표준안 마련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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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의 개념 확장, 시민서비스와의 경계 모호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자원봉

사의 개념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확정된 실태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행

정안전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광역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

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간 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진행하고, 광역 단위

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실태조사 항목 표준안에 따른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간 사업 전반 공유
      -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시행
      - 2020년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 수행 및 협력기관 : 신설예정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 광역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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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봉사 연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차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정책과제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우리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응용연구는 정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

음을 드러낸 것으로 관련 정책 이슈 등을 다양한 연구자 및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정책과제를 공모 및 채택함에 

있어 과제의 성격을 고려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기관·단체의 학술활

동 지원은 자원봉사를 다루는 제 학회를 대상으로 관련 학회의 논의의 장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자원봉사 연구 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제

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제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Ⅳ-2-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 세부 실행내용
     - 제4차 산업혁명 등 자원봉사 저변의 변화, 시대적 요구, 정책적 성과여부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
     - 가령, 자원봉사 정보의 활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양날의 검으로 어느 하나

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트레이드 오프
(trade-off) 관계에 놓여있음. 2가지 요소는 어떤 하나의 포기를 어렵게 하는 것으
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또는 방법을 통한 협상 또는 조율
로 가능할 것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중요한 자원봉사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해당 연구를 통해 일정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난이도, 토대구축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제의 성격을 시기별로 구분 단기-중기-장기로 진행할 필요 존재

 
   ¡ 추진계획
     - 자원봉사관련 주제를 Top-down방식, 또는 bottom-up 방식으로 공모 또는 제  
       안하는 방법을 진행
     -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pool을 통해 선정위원회 구성
     - 연차별 과제 점검 등을 통해 계속-탈락 등을 결정한 후,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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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유관기관

Ⅳ-2-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관련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자원봉사 관련 연구가 발표되고 논의되는 자리(학술

대회 또는 세미나 등)에 정부의 물리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자원봉사 관련 정부 관계자의 참석을 통해 정부의 자원봉사정책 등 향
후 방향을 설명하여 자원봉사 제반정책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
는 동시에 정책-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계획
     - 다양한 전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에서 자원봉사 세션 등이 별도로 진행  
       하도록 독려
     - 행사지원 규모 파악 및 적절한 지원방안 모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 수행 및 협력기관 : 신설예정 자원봉사진흥원,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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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 관련 기록을 주제별·시기별로 보존·관리·활용하여 자원봉사를 정보차원

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자원봉사 관련 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자원봉사를 활동으

로서의 의미 외에도 역사문화로서도 자리잡게 하기 위한 과제임. 실제 자원봉사 아카이브

(archives,v1365.or.kr)가 구축되어 있으나 주제별·시기별 기록물이 제한적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

진되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매년 자원봉사 통계정보를 구축·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단위에서 기

념할 주제를 선정하여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물론, 연차별 자원봉사 주요 일정, 참여자 등이 기

록된 보고서를 발간함. 이러한 백서 또는 연차별보고서는 국내외로 널리 유통하여 확산하는 것

은 물론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하여 활용하도록 함. 이와 함께 관련 DB를 구축하여 

기록콘텐츠를 전시하여 상설 기록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기록·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Ⅳ-3-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 통계정보는 대상별·분야별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구축·관리해 나갈 필

요가 있음. 예를 들어 대상별로는 청소년자원봉사, 노인자원봉사 등이 있고 분
야별로는 교육, 복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기록물로는 특정주제별로 기념될 만한 특정 주제 중심의 백서를 제작·발
간하는 것과 연차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기록물을 구축·관리해 나갈 필요
고 제기됨. 전자는 특정 주제는 특정 사건·사고에서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것으로 주체별(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국가, 시민 등), 추진체계 등을 통해 어
떤 사회적 기여가 있었고 변화 등을 도모했는지 기록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기록
이 아닌 특정시기에 특정이벤트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고, 후자인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는 시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보고서로 주요 내용
은 사실(fact)와 비전(vision)을 담아 1년 동안의 자원봉사 성과와 자원봉사자 활
동, 국가(지방)의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 기록임

       * 예) 세월호(2014), 평창올림픽(2018) 등 주요 국가적 행사나 사건·사고에 관한 기록 

    - 전통적으로 백서는 책자 형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기술의 발달    
      및 온라인 문화의 발달, 이용자의 편의성, 대외 홍보 등을 고려 다양한 형태로    
      제작·배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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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간 추진위원회 구성
     - 통계구축 필요한 분야 및 대상 판단 회의 개최 
     - 주제별·시기별 발간 여부 판단 (비정기적 발행)
     - 백서 및 연차보고서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합의 도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Ⅳ-3-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 관련 기록을 주제별·시기별로 보존·관리·활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관련 자료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덧붙여, 자원봉     
       사활동이 역사문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제 자원봉사 아카이브(archives.v1365.or.kr)가 존재하나 보존 서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 확보, 상설적 열람을 통한 시민교육 등을 위해 국가  
       적·광역적 수준의 상설 전시 및 열람을 위한 기록관이 필요
     - 다만, 국가적 단위에서는 현재의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직접 건축·지원하지만, 광역적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할  
       경우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추진계획
     -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전시관 설계 용역 추진 (2018년)
     - 토지매입 및 전시관 건축 (2019년)
     - 기록관 내부 보존 및 열람 설비 구비 (2021년)
     - 연차별 예산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 (2020년부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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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 참고사례 :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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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자원봉사평가체계에 따라 자원봉사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국가기본계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그간 자원봉사계에서 지적된 정부지자체 합동평
가 지표를 자원봉사활성화취지에 걸맞게 교체하는 동시에 자원봉사를 통한 성장 및 변화를 측
정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제라 할 수 있음. 해당 과제를 통해 
피평가자로 하여금 자원봉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궁
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자원봉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임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가기본계획에 주목하여 아무리 훌륭한 법정계획이라 하더라도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적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
과 시행 과제를 추진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관련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지표가 자원봉사활성화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어
떤 지표가 진입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며, 자원봉사를 통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로직모
델의 투입-산출 평가 중심에서 영향력평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이동하기 위한 임팩트모델 개
발 및 적용 등을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Ⅳ-4-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개발과 시행

 
  ¡ 세부 실행내용
     -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자원봉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집단, 자원봉사유관 
        기관의  협조 등을 반영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임
     - 국가기본계획의 충실성, 체계성 못지않게 실제 국가기본계획이 적절히 이행되는
       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임
     - 해당 부처 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담당자의 비전문성 및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임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행점검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 있음   
 
  ¡ 추진계획
     - 주무부처 중심 관계 중앙부처의 이행점검을 위한 장치 협의
     -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모형 개발
     -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앙센터(이후 신설 자원봉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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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세부 실행내용
     - 정부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자원봉사 관련 정부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인 자원봉사 활동율 및 참여인원  
       증가율은 지자체를 평가한다기 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정부합동평가의 취지와 거리가 있음
    - 해당 지표가 합동평가에 진입함으로써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통제하는 요  
      인이 발생하는데, 실제 단체장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면권 행사에 주요 명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센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전자의 경우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지형을 고려 센터장의 임면권에 활용하는 측면  
      이 있고, 후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본래의 업무를 하게 하기보다는 자  
      원봉사 활동율 증가 및 참여인원 증가에 천착하도록 하여 일상속의 자원봉사 확산  
      보다는 실적증가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관리자로 하여금 실적자료의  
      왜곡, 묘수 등을 고민하게 하여 편법을 양산할 우려 존재
      * 편법의 예) 휴면자원봉사자를 당해연도 다시 등재하는 경우, 가족봉사단의 경우 영유아도 자원봉사  

               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2017.9.12. 센터관계자 인터뷰 결과)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정부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는 자원  
      봉사활성화에 목적으로 두고 지자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를 얼마나 육성 또는   
      지원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자원  
      봉사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문화확산에 기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기본계획 이행,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준수 등을 주요 지표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 추진계획
     - 자원봉사관련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용역 또는 TF 운영 추진 (2018년)
     - 자원봉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지표 결과에 따른 정부간 협의
     - 연차별 이행점검 실시 (2019년부터)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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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9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세부 실행내용
     - 1960년대 미국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고안된 사회적 영향력평가  
       는 30여년이 지난후 많은 국내외 학자 및 기관에 의해 사회적영향력평가로 주목  
       받았음(이란희 외, 2013)
     - 사회적영향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이금  
       룡 외, 2009; 전혜정 외, 2010; 이란희 외, 2013, 2014), 특정 대상 또는 단체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 측면이 있음. 이를 보다 확대하여 국가적  
       수준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영향력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가치를 확인·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영향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  
       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2009년 오바마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사회혁신청(Office of Social     
       Innovation)을 설치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   
       제해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영국은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해 정책차원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제도화했음. 이와 같이 공동체를 위한 편  
        익을 위한 다양한 형식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임
      - 사회적 가치 논의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요 국정철학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존재함. 문재인대통령은 2014년 6월 국회의원시절에 (가칭)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고, 2017년 현재 상당부분 해당 기본법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들은 앞다투어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 공동선언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자원봉사 또한 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 사회적  
        영향력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2018년)
     - 자원봉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 2년 주기마다 지표를 적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중앙센터 (이후 신설 자원봉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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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추진 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4-1.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
화

1. 자원봉사 실태조사 항목 표
준화 

▶ 자원봉사개념과 범주 및 국내외 자원봉사조

사통계 문항 조사
▬

▶ 자원봉사실태조사 항목 표준화 ▬

2.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원

▶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 실시 ▬ ▬

▶ 광역단위 실태조사 지원 비정기적 ▬ 비정기적

4-2.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

3. 자원봉사 정책연구 확대
▶ 자원봉사 정책과제 공모 및 채택 ▬

▶ 단기, 중기, 장기 과제 지원 ▬ ▬ ▬ ▬

4.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학술
활동 지원 ▶ 자원봉사 학술 활동(세미나, 학회 등) 지원  ▬ ▬ ▬ ▬ ▬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5.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
물 발행

▶ 국가적 주요 자원봉사 백서발간 지원   비정기적

▶ National Annual Report

▶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 ▬ ▬ ▬

6. 자원봉사 기록 및 전시관 
운영 지원

▶ 전국적 차원의 자원봉사기록물 DB구축 ▬

▶ 전시관 건립 및 운영지원 ▬ ▬ ▬ ▬ ▬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 성과평가 및 이행점검체계 모형 개발 ▬

▶ 국가기본계획 성과 및 이행 평가 ▬ ▬ ▬ ▬

8. 자원봉사 활성화 견인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 자원봉사 활성화 제고 지자체 합동평가 지

표 개선 연구 및 TF 운영
▬

9.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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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영역(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정책과제

 1) 현황과 문제점

☐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그간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해외자원봉사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향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한국에서 국가지원에 의한 해외자원봉사단원 파견사업은 1990년에 시작되었음. 

2004년 참여자의 비약적 양적 확장이 이루어진 후 2009년에는 연간 파견인원
이 1,000명을 넘어섰음. 2011년 기준 누적 8,787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을 통해 해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함. 

[그림 3-Ⅲ-2]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연간 파견실적

자료: 월드프렌즈코리아 홈페이지(kov.koica.go.kr. 2017.8.18. 기준)

      - 파리선언(2005), 부산총회(2011) 등을 통해 그간 고조되어 온 원조 효과성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해외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님. 

      - 이에 성과 중심 사업 관리 및 해외자원봉사 파견 및 이들의 현장 활동이 얼마나 
국제개발이 추구하는 성과와 합치되는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적지 않게 나
타나고 있음. 이에 여러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은 해외봉사활동의 성과 관리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체계 개발과 평가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이태주 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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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이전 
개발 어젠다 대비 개발성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효용을 훨씬 중요하
게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음. 이는 SDGs 중 주로 16‧17번째 목표 달성
에서 구체화되어 논의되었음(UN, 2015; UNV, 2015). 

        ※ SDGs 16 :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SDGs 17 : Partnerships for the Goals

      - 그러나 점차 자원봉사와 국제개발협력의 관계는 특정 개발 목표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영역 SDGs의 모든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음(IVCO, 2017 참조).

     
      - 이러한 노력은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해외봉사사업

의 주체 및 재원은 오늘날 그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임. 이에 해외자원봉사사업
의 성과 평가 및 관리는 단지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 
주체 및 사업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혹은 전문 
영역에 따른 정부파견 해외자원봉사사업들은 정부의 WFK 통합 정책 기조에 따
라 점진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예: 보건복지부 ‘한의약해외의료봉사사업’이 
2016년 ‘WFK 해외봉사단’으로 통합).

      - 한편, 해외자원봉사파견사업 유형의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외 개도국의 자원봉
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2차 국가기본계획
에서 제안된 바 있음. 

      - SDGs가 개도국의 발전 전략에서 자국의 자원봉사 문화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별도의 자원봉사 국
제개발협력 접근은 더욱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행정안전부 지원)는 제2차 국가기본계획 첫 해인 2013년도

부터 베트남과 몽골 자원봉사 인프라 지원과 개도국 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를 진행해오고 있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역시 소규모로 몽골 자원봉사
교육지원 사업을 2017년도 수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5년 간 실행 과정에서 개도국 자원봉사문화 활성화 과제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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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특히 국제개발섹터의 인식과 협력이 저조했음. 국제개
발사업으로서의 자원봉사사업이 비단 자국민을 개도국에 자원봉사자로 파견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재차 제기되고 있음
(박윤애, 2017).

  
      - 특히,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개도국 공동체‧시민사회의 자발적 주도 속에 

함께 협력해나갈 것인가의 성찰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의 실질적 협력체계가 보다 공고해질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국제교류) 다양한 주체와 형태를 통한 자원봉사 국제교류는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지평을 넓
히는 데 기여해왔음. 이에 향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가운
데 더 폭넓은 교류와 교류의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간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국제교류는 그 현황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주체
들이 다양한 규모로 사업을 실행하는 분야로 성장함.

-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국제교류는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연구‧조사사업 등 다양
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섹터에서 많은 경우 자원봉
사 국제교류는 활동가 및 직원들의 인정보상 차원에서 국제사업으로서의 정체성
을 갖지 못한 채 국내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조직 내부 직원들의 인정보상 차원에서 주로 이루
어지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문성과 책무성 부분을 문제제기했으나, 국내 자원봉사섹
터에서 국제교류 자체의 중요성이나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 이에 따른 성과관리 
및 전문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산되지는 못했음.

- 이러한 점은 국제교류 대상이 되는 방문 국가 및 기관이 사업마다 반복되고 있다
는 점, 질적으로 취약한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교류사업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국
제교류 파트너의 양적, 질적 확산과 함께 책무성이 강화된 국제교류 사업관리가 
재차 강조되는 실정임.



- 147 -

☐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연계‧협력) 그간 자원봉사 국제개발 영역과 국내 자원봉
사섹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고유의 발전 경로를 가져왔으나, 최근 국제-국내 자원
봉사섹터의 사업 및 활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점증하고 있음. 

  
      -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분절 현상은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문

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2). 그러나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서 제안된 몇몇 협력 과제들은 실행되지 못했음. 이는 두 섹터 간 연계‧협력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데서 연유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당
시 국제개발 어젠더와 실천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었다고 사료됨.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Post-2015로서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점차 국내
외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를 위한 파트너십의 변화 
맥락 속에 놓이게 되면서, 자원봉사 국제개발 영역과 국내 자원봉사섹터가 조우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틀지워지게 됨.

 
      - 한편, 국내자원봉사나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

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각 영역들은 그 동안의 섹터별 성과를 진단하며 전
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SDGs에 기여하는 자원봉사개발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장기)해외자원봉사자들이 귀국 후 국내에 다양한 전문분야 및 시민참여활
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봉사활동
을 한국사회가 재인식하고 이들이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이 필요한 실정임15)

 
2) 정책추진의 목적

  ¡ 한국사회에서 그간 상당한 양적 성장의 성과를 거둔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이 향후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의 역량을 강화하
고자 함. 한편, 국내‧해외 모두 다소 정체되고 있는 자원봉사개발의 질적‧양적 재도
약을 위해 상호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 및 협력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함. 

15)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목적 중 세 번째가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 환원’에 해당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개도국에 대한 기여만이 아니라 귀국 후 이들의 국내 기여에 대
한 공식적 인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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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의 구성과 내용
  
   ¡ 정책과제의 구성

 
   ¡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및 수행/협력기관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주체 수행/협력기관

Ⅴ-1. 자원봉사 국제
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Ⅴ-2. 자원봉사 국제
교류 활성화

1.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봉사사업 촉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원

자원봉사센터

2.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Ⅴ-3. 국제-국내 자
원봉사섹터 간 연계‧
협력강화

1.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외교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제협력단
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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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양적으로 성장해 온 해외자원봉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이자 자원봉사사업으로서의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제고하

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과제임. 또한 개도국의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국제

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SDGs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정부 파견 해외자원봉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봉사사업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제안함. 또한 

개도국의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제안함.

 

Ⅴ-1-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세부 실행내용
   - 해외자원봉사사업 성과 평가 실행
   - 해외자원봉사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자원봉사사업과 SDGs 연계 전략 도출 및 실행 
 
  ¡ 추진계획
 
   ① 해외자원봉사사업 추진 주체별‧사업별 성과 평가 실행
     - 국제개발사업‧자원봉사사업으로서의 해외자원봉사사업 성과 체계 정립 및 평가
   ② 해외자원봉사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자원봉사사업의 성과 및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관리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함
     - 해외자원봉사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채널로서도 기능하도록 함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국내 자원봉사섹터를 비롯한 여러 수행주체들의 참여 및 협력 필요

함. 해외자원봉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 체계(I-1-1-①‧②)가 SDGs에 기반할 수 있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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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을 실질적으로 해외자원봉사사업에서 실행함
     - 추진주체 : 외교부
     - 수행주체 : 한국국제협력단

Ⅴ-1-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개도국 자원봉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 개도국에 자원봉사문화 및 프로그램 보급

  ¡ 추진계획
   ① 개도국 자원봉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 개도국이 자생적으로 자원봉사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개발 인프라 확

충을 지원함
     - 한국 및 여러 국가들은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 유형을 통해 자원봉사개발을 특화

하고 있음.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개발 인프라를 지원함
   ② 개도국에 자원봉사문화 및 프로그램 보급
     - 개도국에 자원봉사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급함 
     - 한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개도국에서 스스로 자국의 현실에 적합한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급함
     - 개도국 출신 재한 외국인들을 자원봉사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

여 개도국 현지 사회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 보급을 개도국이 주
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도로 넓힘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SDGs라는 개발 어젠더에 기반. 한국 사례 이전이 아닌 개도국 현실

에 적합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도입에 우선순위를 둠. 개도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협력 체계 권장.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수행 및 협력기관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협력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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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그간 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구축한 한국의 국제 자원봉사 파트너

십을 다양화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정보‧인적자원 국제교류가 보다 효과적이고 

책무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국제교류가 양적‧질적으로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자원봉사사업 촉진,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다층적 수준에서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를 제안함.

Ⅴ-2-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봉사사업 촉진

  ¡ 세부 실행내용
   - 부처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지자체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전문 분야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추진계획
   ① 부처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자원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② 지자체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자원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③ 전문 분야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국제교류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발굴하여 전문 분야별 해외자원

봉사사업 활성화
     - 부처별 특성 및 지자체별 자원봉사 특화사업과 연계한 해외자원봉사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2009년 이래 정부 파견 해외봉사사업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WFK)를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통합 정책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여러 부처, 여러 전
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외자원봉사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정
책 속에 체계화되고 함께 성과관리 체계 역시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수행주체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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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 세부 실행내용
   - 국제자원봉사대회 개최
   - 국제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

  ¡ 추진계획

   ① 국제자원봉사대회 개최
     - 세계자원봉사대회,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등 그간 국제적으로 자원봉사 가치 옹호

를 대표해 온 국제 자원봉사대회를 국내에서도 유치‧개최함
     - 이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섹터의 국제교류 역량을 증진하고 파트너십을 다양화하

며, 국내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 유관 비영리섹터 리더들에게 국제대회 참여기회
를 제공함

   ② 국제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
     - 기존에 참가해오던 세계자원봉사대회 및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대회 참가를 지속

적으로 지원함. 
     - 참가지원 대상 국제자원봉사대회를 자원봉사 유관 국제대회로 확장하고 다양화

함. 이를 통해 국내외 자원봉사의 가치와 실천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공동의 어젠더를 구축함.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국제자원봉사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은 투입 위주의 단순 개최‧참가 

지원을 지양. 실질적인 지식‧정보‧인적자원 교류의 결과 명확한 성과
를 관리(예: 국제대회 발표, 새로운 지식‧정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
성‧확산, 새로운 파트너십 발굴 등)를 요함(V-2-3과 연계 필요)

     - 수행주체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원,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방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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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고화 및 다양화

 ¡ 세부 실행내용
  - 자원봉사 국제교류 파트너십 확대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과 관리 강화

 ¡ 추진계획
   ① 자원봉사 국제교류 파트너십 확대
     - 자원봉사 국제교류 대상 국가‧기관을 다양화하여 파트너십을 확장함
     - 영미권 중심의 국제교류가 그간 지배적이었으나, 다양한 문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을 가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일회성을 벗어나 공고히 함
     - 국제자원봉사대회 혹은 해외 자원봉사기관과의 네트워크는 공고히 하되 제3차 국

가기본계획의 기조인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다양한 분야들과의 연계를 목표로 
다양한 유관 국제대회 및 해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굴함

   ②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 기존 진행하던 국제대회 개최‧참가, 해외기관방문 형식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

으로 지원함
     - 그러나 국제대회 참가 및 기존 방식의 해외기관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사업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지식이나 정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또
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의 자원봉사사업 및 정
책 개발, 자원봉사 인적자원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롭고 질적인 지식과 
정보, 훈련‧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내 기관들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정보‧지식‧훈
련 수요 해결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는 새로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음(예: 비영리조직 훈련기관이나 대학 등 해외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해외 우수 자원봉사기관 단기 인턴쉽 등). 

   ③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과 관리 강화
     - 실무자 인정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유성이 강한 국제교류사업은 방문하는 

해외기관이 사업마다 반복되고 사업 성과가 불명확함. 국내 자원봉사섹터의 이러
한 고질적 국제교류 사업 방식은 해외 유수 자원봉사대회 및 기관들과의 파트너
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함.

     - 기존 인정보상 및 외유성 국제교류(국제대회참가, 해외기관 방문 프로그램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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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고 투입에서 성과 중심으로 국제교류사업으로 전환함.
     - 이를 위해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및 성과의 책

무성 강화하는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함.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기존 인정보상 및 외유성 국제교류를 지양하고 투입에서 성과 중심으로 

사업 관리로 전환함. 국제교류 프로그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수행주체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행정안
전부-중앙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협의회

Ⅴ-3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 정책과제 개요 ▶

⦁ 본 정책과제는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나타난 한계

를 극복하고 기관 및 개인 자원봉사자 수준에서의 다양한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자원봉사관리 전문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자원봉사자들의 국내 

환원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SDGs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과제를 제안함

   

Ⅴ-3-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 세부 실행내용
  -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내외 자원봉사자들 간 상호 환류 체계 구축
  - 국내‧해외자원봉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SDGs에 기반한 국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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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계획
     ① 국내자원봉사 기관과 국제개발협력 기관 간 파트너십과 역량 강화
      - 국내자원봉사 기관과 국제개발협력 기관 간 자원봉사교육 전문성 교류
      - 국내자원봉사 기관과 국제개발협력 기관 간 자원봉사관리 전문성 교류
       - 국내 자원봉사섹터의 국제담당 전문인력 강화와 국제 자원봉사섹터의 자원봉사담당 전문인력 강화 
     ② 국내‧해외 자원봉사자들의 상호 환류 체계 구축
       - 해외자원봉사 경험자들이 귀국 후 국내 자원봉사섹터를 포함한 국내 다양한 전

문분야로의 진출 및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환원 체계 구비 
       - 이는 정부 파견 중장기 해외봉사사업이 갖는 특수성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기여 

외 국내 기여에 대한 성과 관리로도 함께 추진함 
       - 또한 해당 체계 구축의 목표는 국내외를 망라하는 전반적인 한국의 자원봉사활

동을 양적‧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해외자원봉사자들의 국내 환원뿐만 
아니라 국내 자원봉사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해외자원봉사활동에도 보다 적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상호 환류 체계를 구축함. 

     ③ 국내‧해외자원봉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국내‧해외자원봉사 정보를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검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존 네트워크 및 온라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검토 및 실행
     ④ SDGs에 기반한 국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국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SDGs 목표와 연계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사업 수행에서 다양한 국제개발기관들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함

  ¡ 추진체계
     - 추진방향 :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교류 과제는 그 실행에 있어 특

히 정부-민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민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함
     - 수행주체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중앙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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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추진 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해외봉사사업 성과평
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자원봉사사업 추진 주체별‧사업별 성과 평가 실행 ▬ ▬ ▬ ▬ ▬

▸ 해외자원봉사 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 ▬ ▬ ▬

2. 개도국 자원봉사 활성
화 역량 지원

▸ 개도국 자원봉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 ▬ ▬ ▬ ▬

▸ 개도국에 자원봉사문화 및 프로그램 보급 ▬ ▬ ▬ ▬ ▬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
성화

3. 체계화된 다분야 해외 
봉사사업 촉진

▸ 부처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 지자체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 전문 분야별 해외자원봉사사업 활성화 ▬ ▬ ▬ ▬ ▬

4. 국제자원봉사 컨퍼런
스 개최 및 참가지원

▸ 국제자원봉사대회 개최 ▬ ▬

▸ 국제자원봉사대회 참가 지원 ▬ ▬ ▬ ▬ ▬

5. 국제교류 네트워크 공
고화 및 다양화

▸ 자원봉사 국제교류 파트너십 확대 ▬ ▬ ▬ ▬ ▬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 ▬ ▬ ▬ ▬

▸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과 관리 강화 ▬ ▬ ▬ ▬ ▬

5-3. 국제 및 
국내 자원봉
사섹터 간 연
계‧협력 강화

6. 국제-국내 자원봉사활
동 및 관리 역량 교류 

▸ 국제-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파트너십 강화 ▬ ▬ ▬ ▬ ▬

▸ 국내‧해외자원봉사자 간 상호환류 체계 구축 ▬ ▬ ▬ ▬ ▬

▸ 국내‧해외자원봉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 ▬

▸ SDGs에 기반한 국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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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백승철 ㈜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5 기업 신동재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소장

6 기업 임태형 CSR Wide 대표

7 기업 최규술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본부 본부장

8 단체 강명권 원봉공회 국장

9 단체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

10 단체 곽형모 함께배움 사무처장

11 단체 구자행 평창자원봉사지원본부 본부장

12 단체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13 단체 김성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획실장

14 단체 김연진 자원봉사 애원 국장

15 단체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16 단체 김현옥 자원봉사 이음 디자이너

17 단체 김희정 한국NOP공동회의 사무국장

18 단체 류기형 부산자원봉사포럼 공동대표

19 단체 박소영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사무국장

20 단체 박연수 쿠퍼실리테이션 그룹 CPF

21 단체 박영진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22 단체 박종민 광주광역시 하남복지관 관장

23 단체 박지성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24 단체 박항수 한국자원봉사문화 공동대표

25 단체 박홍순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26 단체 성수열 코피온 사무총장

27 단체 안순봉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센터장

28 단체 안양호 한국자원봉사포럼 수석부회장

29 단체 오혜련 각당복지재단 상임이사

30 단체 위정희 나눔국민운동본부 센터장

31 단체 윤성우 밀알복지재단 부장

32 단체 윤영미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부장

33 단체 윤정경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차장

34 단체 장준배 나눔과비전 본부장

35 단체 장지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36 단체 전민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37 단체 전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장

38 단체 정선애 서울 NPO 지원센터 센터장

39 단체 정선희 세스넷(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이사장

40 단체 조형호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무국장

[부록 1] 조사 참여자 풀(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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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체 최미혜 BBB코리아 사무국장

42 단체 최민희 (사) Spark 본부장

43 단체 최영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장

44 단체 최은숙 사회복지공동모금(서울) 사무총장

45 단체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국장

46 단체 허소영 강원교육희망 재단추진단 추진위원

47 센터 고인선 강원도속초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48 센터 공은숙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49 센터 김  훈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50 센터 김경희 인천연수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51 센터 김선정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52 센터 김은실 경기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53 센터 김인하 서울성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54 센터 김종산 인천부평구자원봉사센터 팀장

55 센터 김창래 강원도동해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56 센터 김해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57 센터 김현석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부장

58 센터 문 희 부산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59 센터 박미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부장

60 센터 박성옥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1 센터 박은희 경남김해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2 센터 박재원 경북영양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3 센터 박정민 대구달성군자원봉사센터 부장

64 센터 박혜숙 전남영광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65 센터 손병규 강원도원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6 센터 송근직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7 센터 송순호 부산영도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68 센터 오영수 서울서초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69 센터 우영화 서울은평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70 센터 유경선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71 센터 윤주석 충남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72 센터 이경아 경기도구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73 센터 이기욱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74 센터 이상섭 경북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75 센터 이성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76 센터 이용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77 센터 이은자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78 센터 이은혜 경북경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79 센터 이주미 충북괴산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0 센터 이창용 제주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1 센터 임명옥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2 센터 장영숙 센터협회 사무처장
83 센터 정보광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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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센터 조봉실 서울양천구자원봉사센터 부장

85 센터 조은량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6 센터 조은주 경기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7 센터 조정란 전북임실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88 센터 주현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팀장

89 센터 지순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90 센터 최미자 전북진안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91 센터 최현진 대전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92 센터 최희순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93 센터 한민정 서울송파구자원봉사센터 팀장

94 센터 한태석 경기양주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

95 정부 고숙영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96 정부 고영순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97 정부 고현희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98 정부 구영은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총괄실(KOICA) 전문관

99 정부 김강식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

100 정부 김명수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 선임연구원

101 정부 김백제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102 정부 김선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103 정부 김용석 경상남도 대민봉사과

104 정부 김인선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105 정부 김종국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06 정부 남상우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107 정부 남현지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108 정부 류덕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109 정부 박명희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110 정부 박진숙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111 정부 박현철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부장

112 정부 송민욱 경기도 자치행정과

113 정부 안국모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114 정부 양희숙 인천광역시 보훈다문화봉사과 

115 정부 오동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116 정부 오세민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117 정부 장호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118 정부 전하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119 정부 정경숙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120 정부 정소연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121 정부 조정우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122 정부 최영희 대구광역시 시민소통과

123 정부 최정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124 정부 최준호 외교부 외교부 개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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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부 황금용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 단장

126 정부 황유선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127 학계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28 학계 김성준 제주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자원봉사학회장 교수

129 학계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130 학계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31 학계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132 학계 이명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133 학계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34 학계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35 학계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136 학계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교수

137 학계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38 한자해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139 한자해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140 한자해 김도영 CSR포럼 대표

141 한자해 김용덕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42 한자해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43 한자해 노유진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차장

144 한자해 민영서 (사) Spark 상임대표

145 한자해 박승철 한국교회봉사단 사무국장

146 한자해 박윤애 자원봉사 이음 대표

147 한자해 박정일 태안군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148 한자해 손의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149 한자해 신정애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

150 한자해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151 한자해 오창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52 한자해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53 한자해 이수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154 한자해 정대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장

155 한자해 정연욱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156 한자해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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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무
부처

협조
기관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

계획 과제기간 추진계획에
따른기간

실제과제
이행기간

정량적 성과 및 이유 정성적 성과 및 한계
단독여부

(단독,협력)
집행
예산 중요도

제3차 
국가기본계획반영여부

성과
지표

목표
치 실적 이행률

이행 
미진 
사유

성과
지표 성과 이행과정

상 한계
계속추진

여부
해당
이유

1

2 　 　 　 　 　 　 　

3 　 　 　 　 　 　 　 　 　 　 　 　 　 　 　 　 　 　 　 　 　 　

4 　 　 　 　 　 　 　 　 　 　 　 　 　 　 　 　 　 　 　 　 　 　

5 　 　 　 　 　 　 　 　 　 　 　 　 　 　 　 　 　 　 　 　 　 　

6 　 　 　 　 　 　 　 　 　 　 　 　 　 　 　 　 　 　 　 　 　 　

7 　 　 　 　 　 　 　 　 　 　 　 　 　 　 　 　 　 　 　 　 　 　

8 　 　 　 　 　 　 　 　 　 　 　 　 　 　 　 　 　 　 　 　 　 　

9 　 　 　 　 　 　 　 　 　 　 　 　 　 　 　 　 　 　 　 　 　 　

10 　 　 　 　 　 　 　 　 　 　 　 　 　 　 　 　 　 　 　 　 　 　

[부록 2]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실적 제출양식(중앙부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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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전반에 대한 인식조사(현장실무 및 전문가용)

  3-1.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전반 평가 설문지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의뢰를 받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관련 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사오니 자원

봉사분야 발전에 애정을 갖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는 6월 1일(목)

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29(화)

문 의 처
(제반사항)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02-737-6922
(설문내용) 한양대 정부혁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이란희 ☏ 02-22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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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견해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 하나에 번호나 체크(√)를 표기해 주십시오.

 Ⅰ. 제2차 국가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인식 

국가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제2차 국가기본계획은 2012년에 수립된 것

으로 2013-2017년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5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1번과 2번 선택)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➀추진체계별 역할 불명확 ➁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자체의 예산 부족 ➂자원봉사 현장과의 연계 부족
➃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의 부족 ➄계획자체가 이행되기에는 어려워서 ➅기타 (____________)

2. 전반적으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1번과 2번 선택)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자원봉사분야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➁자원봉사 관련 이해당사자의 불만이 여전히 있어서
➂자원봉사참여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서 ➃이웃/동료/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해서
➄여전히 자원봉사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➅기타 (__________)

3. 전반적으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을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반영할

필요 없다

거의 반영할

필요 없다
보통

다소 반영할

필요 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3번, 4번, 5번 선택) 전반적으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세부과제를 제3차 계획에 ‘반영해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연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➁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➂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 ➃기타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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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제1정책영역(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에 대한 인식 

제1영역: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1. 자원봉사문화의 정립과 확산: ➀자원봉사의 개념정의 통일, ➁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

➂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층 참여증진, ➃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

-정책과제 2.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➄시도 평생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➅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정책과제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대: ➆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➇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➈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➅없음

4. 전반적으로 제1정책영역의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으로 제1정책영역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위에서 제시한 제1정책영역 내 세부 과제 9개 중 2개 선택

6-1. 제1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성과’를 거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6-2. 제1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6-3. 제1정책영역 중 제3차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Ⅲ. 제2 정책영역(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에 대한 인식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 정책과제 1. 제도 및 정책 정비: ➀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➁자원봉사 진흥위원회 활성화

- 정책과제 2. 물적 인프라 구축: ➂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➃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 정책과제 3. 민간 인프라 확립: ➄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 강화, ➅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➆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7. 전반적으로 제2정책영역의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으로 제2정책영역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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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에서 제시한 제2정책영역 내 세부 과제 7개 중 2개 선택

9-1. 제2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성과’를 거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9-2. 제2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9-3. 제2정책영역 중 제3차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Ⅳ. 제3정책영역(자원봉사 관리와 개발)에 대한 인식 

제3영역: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 정책과제 1.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화 및 관리자 양성: ➀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➁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➂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정책과제 2. 자원봉사 시민 리더십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➃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➄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10. 전반적으로 제3정책영역의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반적으로 제3정책영역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위에서 제시한 제3정책영역 내 세부 과제 5개 중 2개 선택

12-1. 제3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성과’를 거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12-2. 제3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2-3. 제3정책영역 중 제3차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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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4정책영역(자원봉사 연구와 평가)에 대한 인식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 정책과제 1. 전국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➀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➁분야별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➂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➃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조사

- 정책과제 2. 자원봉사 연구활동 지원: ➄한국자원봉사백서 국/영문 발간, ➅자원봉사 전문 학술지 발간 지원,

➆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

- 정책과제 3. 자원봉사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시행: ➇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

➈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

13. 전반적으로 제4정책영역의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반적으로 제4정책영역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기여하지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위에서 제시한 제4정책영역 내 세부 과제 9개 중 2개 선택

15-1. 제4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성과’를 거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15-2. 제4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5-3. 제4정책영역 중 제3차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Ⅵ. 제5정책영역(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인식 

제5영역: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 정책과제 1. 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활성화: ➀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➁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 정책과제 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➂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➃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정책과제 3.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 ➄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 체계 구축

16. 전반적으로 제5정책영역의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다소 이행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 매우 잘 이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전반적으로 제5정책영역이 자원봉사진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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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활동 분야
①자원봉사단체 ②자원봉사센터 ③중앙부처

④광역자치단체 ⑤학계 ➅기타
2) 자원봉사분야 또는 해당 연구(활동) 경력

(※경험이 중복될 때 합산하여 선택)

①5년이하 ②10년이하 ③15년이하 ④20년이하

⑤20년이상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다소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위에서 제시한 제5정책영역 내 세부 과제 5개 중 2개 선택

18-1. 제5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성과’를 거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18-2. 제5정책영역 내 세부과제 중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8-3. 제5정책영역 중 제3차계획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Ⅶ. 응답자의 통계학적 속성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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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전반 평가 분석결과

1.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7.1 38.6 25.7 27.1 1.4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20.0 60.0 0.0 20.0 0.0

자원봉사센터 4.5 36.4 27.3 31.8 0.0

중앙부처 20.0 0.0 20.0 40.0 20.0

광역자치센터 0.0 0.0 50.0 50.0 0.0

학계 0.0 80.0 20.0 0.0 0.0

기타 0.0 46.2 30.8 23.1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14.3 50.0 35.7 0.0

10년이하 0.0 36.4 18.2 36.4 9.1

15년이하 6.3 43.8 18.8 31.3 0.0

20년이하 15.4 38.5 15.4 30.8 0.0

20년이상 11.1 66.7 22.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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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추진체계별 역할 불명확 13 31.7

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자체의 예산 부족 7 17.1

자원봉사계와의 연계가 부족해서 12 29.3

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3 7.3

계획자체가 이행되기에는 어려워서 2 4.9

기타 4 9.8

합계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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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기여 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4.3 32.9 34.3 27.1 1.4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0.0 70.0 10.0 20.0 0.0

자원봉사센터 4.5 31.8 36.4 27.3 0.0

중앙부처 20.0 0.0 20.0 40.0 20.0

광역자치센터 0.0 0.0 25.0 75.0 0.0

학계 0.0 40.0 40.0 20.0 0.0

기타 0.0 38.5 46.2 15.4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14.3 35.7 50.0 0.0

10년이하 0.0 36.4 27.3 27.3 9.1

15년이하 6.3 31.3 37.5 25.0 0.0

20년이하 7.7 38.5 23.1 30.8 0.0

20년이상 0.0 55.6 33.3 1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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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자원봉사분야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16 48.5

자원봉사 관련 이해당사자의 불만이 여전히 있어서 2 6.1

자원봉사참여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서 1 3.0

이웃/동료/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해서 0 0

여전히 자원봉사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14 42.4

기타 0 0

합계 33 100.0



- 176 -

3)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정도

구분
전혀 반영 

불필요
반영 불필요 보통 반영 필요

적극적 반영 
필요 

전체 1.4 7.1 18.6 62.9 1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0.0 20.0 0.0 70.0 10.0

자원봉사센터 0.0 4.5 27.3 54.5 13.6

중앙부처 20.0 0.0 0.0 60.0 20.0

광역자치센터 0.0 0.0 37.5 62.5 0.0

학계 0.0 0.0 20.0 80.0 0.0

기타 0.0 7.7 0.0 76.9 15.4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7.1 35.7 57.1 0.0

10년이하 0.0 9.1 9.1 54.5 27.3

15년이하 6.3 6.3 12.5 62.5 12.5

20년이하 0.0 7.7 15.4 61.5 15.4

20년이상 0.0 0.0 0.0 100.0 0.0



- 177 -

◦제2차 국가기본계획 세부과제를 제3차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연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41 61.2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22 32.8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 3 4.5

기타 1 1.5

합계 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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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정책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에 대한 인식

1) 제1영역 세부과제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4.2 32.4 22.5 36.6 4.2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0.0% 63.6 18.2 18.2 0.0

자원봉사센터 4.3 39.1 8.7 43.5 4.3

중앙부처 20.0 0.0 20.0 40.0 20.0

광역자치센터 0.0 12.5 25.0 62.5 0.0

학계 0.0 40.0 40.0 20.0 0.0

기타 6.7 26.7 26.7 33.3 6.7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13.3 33.3 53.3 0.0

10년이하 9.1 18.2 18.2 36.4 18.2

15년이하 5.6 44.4 11.1 33.3 5.6

20년이하 7.7 46.2 7.7 38.5 0.0

20년이상 0.0 50.0 30.0 2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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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영역 세부과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5.6 26.8 22.5 42.3 2.8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9.1 63.6 0.0 18.2 9.1

자원봉사센터 4.3 13.0 26.1 52.2 4.3

중앙부처 20.0 0.0 0.0 80.0 0.0

광역자치센터 0.0 0.0 25.0 75.0 0.0

학계 0.0 40.0 40.0 20.0 0.0

기타 6.7 33.3 26.7 33.3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40.0 53.3 0.0

10년이하 18.2 9.1 9.1 63.6 0.0

15년이하 5.6 27.8 16.7 38.9 11.1

20년이하 7.7 38.5 7.7 46.2 0.0

20년이상 0.0 50.0 30.0 20.0 0.0



- 180 -

3) 제1영역 세부과제 (중복응답)

구분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원봉사의 개념정의 통일 10 8.7 20 15.2 22 16.2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증진 9 7.8 32 24.2 28 20.6

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층 참여증진 7 6.1 24 18.2 13 9.6

자원봉사 홍보와 참여증진 22 19.1 9 6.8 22 16.2

시도 평생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2 1.7 17 12.9 8 5.9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27 23.5 3 2.3 2 1.5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14 12.2 9 6.8 12 8.8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13 11.3 10 7.6 11 8.1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6 5.2 8 6.1 16 11.8

없음 5 4.3 0 0.0 2 1.5

합계 115 100.0 132 100.0 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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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정책영역(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에 대한 인식

1) 제2영역 세부과제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24.3 30.0 31.4 14.3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45.5 45.5 0.0 9.1 0.0

자원봉사센터 13.0 34.8 34.8 17.4 0.0

중앙부처 20.0 0.0 40.0 40.0 0.0

광역자치센터 0.0 25.0 75.0 0.0 0.0

학계 20.0 60.0 0.0 20.0 0.0

기타 40.0 20.0 26.7 13.3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6.7 13.3 60.0 20.0 0.0

10년이하 27.3 18.2 36.4 18.2 0.0

15년이하 27.8 38.9 16.7 16.7 0.0

20년이하 30.8 38.5 15.4 15.4 0.0

20년이상 30.0 50.0 2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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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영역 세부과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20.0 28.6 32.9 18.6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45.5 27.3 18.2 9.1 0.0

자원봉사센터 8.7 34.8 26.1 30.4 0.0

중앙부처 20.0 0.0 40.0 40.0 0.0

광역자치센터 0.0 25.0 62.5 12.5 0.0

학계 20.0 40.0 40.0 0.0 0.0

기타 26.7 33.3 26.7 13.3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6.7 20.0 46.7 26.7 0.0

10년이하 27.3 18.2 27.3 27.3 0.0

15년이하 16.7 44.4 16.7 22.2 0.0

20년이하 23.1 38.5 23.1 15.4 0.0

20년이상 30.0 20.0 5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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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영역 세부과제 중

구분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14 13.7 25 19.4 29 22.1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활성화 3 2.9 9 7.0 5 3.8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0 0.0 23 17.8 24 18.3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38 37.3 14 10.9 17 13.0

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 강화 3 2.9 15 11.6 12 9.2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15 14.7 28 21.7 27 20.6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11 10.8 14 10.9 17 13.0

없음 18 17.6 1 0.8 0 0.0

합계 102 100.0 129 100.0 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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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정책영역(자원봉사관리와 개발)에 대한 인식

1) 제3영역 세부과제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5.8 31.9 34.8 27.5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9.1 36.4 45.5 9.1 0.0

자원봉사센터 4.3 26.1 30.4 39.1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2.5 37.5 50.0 0.0

학계 0.0 80.0 0.0 20.0 0.0

기타 6.7 46.7 40.0 6.7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60.0 33.3 0.0

10년이하 27.3 27.3 9.1 36.4 0.0

15년이하 5.6 33.3 27.8 33.3 0.0

20년이하 0.0 53.8 23.1 23.1 0.0

20년이상 0.0 50.0 40.0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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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영역 세부과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5.8 26.1 31.9 36.2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9.1 36.4 36.4 18.2 0.0

자원봉사센터 4.3 21.7 21.7 52.2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2.5 25.0 62.5 0.0

학계 0.0 40.0 40.0 20.0 0.0

기타 6.7 40.0 40.0 13.3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46.7 46.7 0.0

10년이하 27.3 18.2 18.2 36.4 0.0

15년이하 5.6 27.8 27.8 38.9 0.0

20년이하 0.0 46.2 23.1 30.8 0.0

20년이상 0.0 40.0 30.0 3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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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영역 세부과제

구분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6 5.6 38 31.9 31 25.2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13 12.1 27 22.7 21 17.1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35 32.7 12 10.1 26 21.1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23 21.5 19 16.0 25 20.3

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16 15.0 22 18.5 20 16.3

없음 14 13.1 1 0.8 0 0.0

합계 107 100.0 119 100.0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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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정책영역(자원봉사연구와 평가)에 대한 인식

1) 제4영역 세부과제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9.0 34.3 43.3 13.4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9.1 63.6 27.3 0.0 0.0

자원봉사센터 8.7 39.1 39.1 13.0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2.5 87.5 0.0 0.0

학계 20.0 40.0 20.0 20.0 0.0

기타 6.7 26.7 53.3 13.3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73.3 20.0 0.0

10년이하 18.2 18.2 36.4 27.3 0.0

15년이하 11.1 33.3 50.0 5.6 0.0

20년이하 7.7 38.5 38.5 15.4 0.0

20년이상 10.0 9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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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영역 세부과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9.0 28.4 47.8 13.4 1.5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9.1 63.6 27.3 0.0 0.0

자원봉사센터 8.7 30.4 47.8 13.0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2.5 75.0 12.5 0.0

학계 20.0 20.0 60.0 0.0 0.0

기타 6.7 20.0 53.3 13.3 6.7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66.7 26.7 0.0

10년이하 18.2 9.1 45.5 27.3 0.0

15년이하 11.1 33.3 50.0 0.0 5.6

20년이하 7.7 30.8 46.2 15.4 0.0

20년이상 10.0 70.0 2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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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영역 세부과제

구분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25 24.5 8 6.7 18 14.6

분야별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2 2.0 5 4.2 8 6.5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30 29.4 5 4.2 10 8.1

자원봉사단체 윤영 실태조사 3 2.9 7 5.9 5 4.1

한국자원봉사백서 국/영문 발간 4 3.9 5 4.2 3 2.4

자원봉사 전문 학술지 발간 지원 3 2.9 7 5.9 8 6.5

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 7 6.9 22 18.5 15 12.2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 8 7.8 36 30.3 33 26.8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 1 1.0 24 20.2 23 18.7

없음 19 18.6 0 0.0 0 0.0

합계 102 100.0 119 100.0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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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정책영역(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인식

1) 제5영역 세부과제 이행 정도

구분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이행되지 
않음

보통 조금 이행됨
매우 잘 
이행됨

전체 9.2 36.9 41.5 13.3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30.0 40.0 20.0 10.0 0.0

자원봉사센터 4.3 43.5 39.1 13.0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4.3 85.7 0.0 0.0

학계 0.0 80.0 20.0 0.0 6.7

기타 6.7 33.3 53.3 6.7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6.7 80.0 13.3 0.0

10년이하 20.0 30.0 20.0 30.0 5.6

15년이하 11.8 52.9 35.3 0.0 0.0

20년이하 0.0 38.5 46.2 15.4 0.0

20년이상 20.0 60.0 10.0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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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영역 세부과제 자원봉사진흥에 기여정도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됨 매우 기여함

전체 9.0 35.8 32.8 22.4 0.0

소속/
활동 
분야

자원봉사단체 18.2 45.5 18.2 18.2 0.0

자원봉사센터 8.7 39.1 30.4 21.7 0.0

중앙부처 20.0 0.0 20.0 60.0 0.0

광역자치센터 0.0 12.5 50.0 37.5 0.0

학계 0.0 40.0 40.0 20.0 6.7

기타 6.7 46.7 40.0 6.7 0.0

활동/
연구
경력

5년이하 0.0 13.3 46.7 40.0 0.0

10년이하 18.2 36.4 9.1 36.4 5.6

15년이하 11.1 50.0 33.3 5.6 0.0

20년이하 7.7 30.8 46.2 15.4 0.0

20년이상 10.0 50.0 20.0 2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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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영역 세부과제

구분
성과과제 미흡과제 지속과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12 14.0 25 22.3 24 20.9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9 10.5 20 17.9 23 20.0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12 14.0 15 13.4 18 15.7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17 19.8 19 17.0 27 23.5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 체계 구축 5 5.8 31 27.7 22 19.1

없음 31 36.0 2 1.8 1 0.9

합계 86 100.0 112 100.0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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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4-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가. 연구내용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 국가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도출  

  나. 델파이조사 단계 및 내용

    ○ 조사단계 : 2단계로 구분하여 접근 

    ○ 단계별 조사대상 및 내용

구분 조사대상 및 내용

1차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의견수렴

-대상: 전문가 103명 선정

-자료제공: 2차 기본계획 성과 및 정책영역별 현황과 문제 제시

-조사내용

 ① 4개 정책영역별 향후 5년 정책과제 3가지 작성(개방형)

 ②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한 정책과제(개방형) 

2차

1차 조사 결과 도출된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3차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1차 델파이 참여자 67명
-자료제공: 1차 조사결과 도출된 정책과제
-조사내용 
 ① 영역별 도출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선정(5점 척도)
 ② 소수 및 상충된 의견으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찬반의견 수렴

 ③ 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선정 

  다. 델파이조사 표본추출 방법 및 조사방법 

   ○ 눈덩이식 표집(snowballing sampling)16)과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17)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Survery Monkey)

   ○ 조사기간 

     - 1차 : 2017.6.5~6.27(23일간)

     - 2차 : 2017.7.10~7.24(15일간)

16) 눈을 굴리듯 표본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추천에 추천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표집함. 
17)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를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표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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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소계 총계

한자해집행위 2017년 ‘한국자원봉사의 해’ 집행위원 12

67

정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4

학계 관련 학과 교수 8
기업 사회공헌 관련 기업 3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4항 근거 20

단체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모금, 사회적 경제, 교
육, 마을 등)

20

구분 내용 소계 총계

한자해집행위 2017년 ‘한국자원봉사의 해’ 집행위원 12

45

정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2

학계 관련 학과 교수 4
기업 사회공헌 관련 기업 2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4항 근거 12

단체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모금, 사회적 경제, 교
육, 마을 등)

13

    라. 델파이 조사 참여자 패녈

    ○ 최초 103명 구성

    ○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67명 (응답률 65.0%) 

    ○ 2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45명 (1차 참여자 대비 응답률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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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델파이 조사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자원봉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2018-2022)”은 연구팀의 연구와 정부관계부처 및 

광역시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제안된 정책과제에 기초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008년 제1차 국가기본계획 시행 후 10여 년 동안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인 반면, 시민의식의 성숙과 시민참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의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제도화를 넘어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시민들의 봉사정신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참여로 빛날 수 있는 국가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

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2018-2022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20여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총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 제1차 델파이 조사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제시_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국가기본계획의 정

책과제를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제시합니다.

• 제2차 델파이 조사 :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 및 비전과 목적 의견수렴_ 1차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이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3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

한 국가기본계획’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제1차 델파이 설문지는 6월 7일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

책임연구원 : 정 진 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10-3210-3299, whitenap@kw.ac.kr)

델파이조사책임 & 설문 관련 문의 :

         최유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010-4532-0676, greenchoe@bdu.ac.kr)

공동연구원 : 이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010-2554-0756, rhlee1@daum.net)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010-2352-4744, sijcom@welfare.seoul.kr)

            송정안 (광운대학교 외래강사, 010-7106-5185, jeongansong@kw.ac.kr)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010-2383-0382, chkchulmin@gmail.com)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수주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376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김미경(02-3210-1740) 

■ <제1차 델파이 조사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제시> 설문지 작성에 앞서

(1) 기존의 제2차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은 총 5개의 정책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사에서는 4, 5영역을 통합하여 총 4개의 영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먼저 각 정책영역별 ‘현황과 문제인식’을 읽어보신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적인 개선 

  방안 혹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 5년의 국가적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정책영역에 관한 연락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담당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제1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촉진)-최유미 • 제2영역(자원봉사 인프라의 고도화)-이란희 

  • 제3영역(자원봉사 관리와 혁신)-조철민     • 제4영역(자원봉사연구・평가와 국제협력)-송정안, 송인주

  4-2.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지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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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정책 영역 : 자원봉사문화와 참여촉진

[현황과 문제인식]

○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추세와 시민참여방식의 다양화

 - 국내 15세 이상 자원봉사참여율(통계청)은 ’09년 19.3%를 최고로, ’11년 17.6%, ’15년 

16.3%로 점진적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향’ 역시 감소 추세(’11년 

44.5% → ’15년 36.1%)임.

 - 한편, 마을 사업을 통한 생활권 단위의 주민공동체와 풀뿌리단체 활성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익활동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의 시민참여는 확장되고 있음.

○ 그간의 노력과 한계

 - 1차 국가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에 치중되어 있는 활동영역을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대 정책으로 2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

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자원봉사 참여문화 증진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은 자원봉사행사와 축제지원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지속적으로 지원한 반면, 소외층 참여증진과 시도 평생교육 자원봉

사대학 운영은 시행되지 못하였음.  

 - 한편, 2015년 민관 협력방식의 ‘한국자원봉사의 해(이하, 한자해)’를 선포(2016~2018), 

2016년 한자해 추진위 출범, 3년간 핵심 추진목표 설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이 실

행되고 있음. 

○ 현대인의 바쁜 일상, 모바일 디지털 기반의 사회적 관계가 주를 이루는 젊은 세대, 의미있는 

시간활용과 사회적 기여를 원하는 노인 세대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참여촉진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참고] 제 1 정책 영역의 1차, 2차 정책과제들

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3) 2차 국가기본계획(2014-2017)

자원봉사활동 가치증진과 참여촉진
1. 자원봉사 문화 확산        
2. 자원봉사 평생교육체계 확립 및 

지원  
3.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확립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 자원봉사 문화의 정립과 확산: 자원봉사의 개념정의 

통일, 자발성과 무급성의 가치증진, 홍보와 캠페인
2.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시도 평생교육 자원

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3.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대: 학생, 직장인,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문화와 참여촉진’을 위한 향후 5년(2018-22)의 국가적 정책과제(3가지 이상)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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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정책영역 : 자원봉사 인프라의 책임성 강화

[현황과 문제인식]
○ 불완전한 자원봉사 인프라와 잔존하는 문제들 

 - 법과 조례에 기반 한 전국적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저마다의 운영형태에서 

겪는 문제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관 조직으로 고립될 우려도 지속 제기됨.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한 민간자원봉사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재정적 인력

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불완전한 운영형태로 인한 사업수행

에서의 문제 역시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1365포털시스템의 기능, 자원봉사 정책연구 및 전국적 조사, 자원봉사자 

보호환경 정비, 자원봉사정책 사업 기획, 재난구호 자원봉사 대응, 비영리 영역을 포괄하는 자

원봉사 관리 교육의 운용, 기업·언론 등 주요 사회제도와의 파트너십, 국제교류 사업 등 

책임 있게 시행되어야 할 국가적 대표 과제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그간의 노력과 한계

 - 1·2차 국가기본계획은 공적 및 민간 기구와 물적 인프라 중심의 확충과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1365포털과 VMS, DOVOL 및 NEIS 등과의 정보연계를 이루어 내었고 각각의 

포털 시스템들은 저마다의 기능 향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용자 및 관리자 측면에서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 2차 기본계획에서는 특히 조직적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과 

조례의 정비 및 지원사업들이 제안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자원봉사

진흥 기금은 조성되지 못했음.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적 및 민간 기구의 조직적 인프라와 각종 제도적 정비 등이 고

려될 필요가 있음

[참고] 제 2 정책 영역의 1차, 2차 정책과제들

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3) 2차 국가기본계획(2014-2017)

지원 인프라의 효율화 증진
1. 법령 및 조례의 정비
2. 조직적 측면의 인프라 및 네트

워크 활성화
3. 물적 인프라의 구축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1. 제도 및 정책 정비: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활성화
2. 민간 인프라 확립: 민간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 강화,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3. 물적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 자원봉사 인프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향후 5년(2018-22)의 국가적 정책과제(3가지 이상)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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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정책 영역 : 자원봉사 관리와 혁신

[현황과 문제인식]

○ 자원봉사자 보호의 이슈, 자원봉사 교육의 재설계 요구

 - 기존의 자원봉사 보험제도는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봉사활동 현장에

서의 물리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사전적 예방차원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청소년자원봉사자의 성적·인권적 보호를 포함해 자원봉사자(대상자) 보호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 자원봉사자의 교육수준 향상, 아동 청소년기부터의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보편적 지식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나눔교육의 활성화 등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은 다양한 수준과 내용에서

의 재설계가 요구됨

○ 자원봉사관리 개선과 관리자 역량 강화 필요

 -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과 기여는 개인수준에서부터 사회수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질적 관리가 중요함에도 활동시간 실

적인정 등 계량화된 관리 중심의 직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관리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역량의 고도화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자격과정이 필요함.  

○ 그간의 노력과 한계
 - 제1·2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자원봉사관리자의 개념과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관리의 표준화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됐지만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조건은 미흡한 

상황임.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 및 내용과 규모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임. 

○ 향후 범 영역의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자 보호와 교육, 사회문제해결 기여

형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 관리영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참고] 제 3 정책 영역의 1차, 2차 정책과제들

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3) 2차 국가기본계획(2014-2017)

활동관리 및 핵심인력양성 
1.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화  
2.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3. 자원봉사 리더 및 분야별 자원

봉사자 육성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1.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화 및 관리자 양성: 자원봉사활

동 관리 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활동 관
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2. 자원봉사 시민 리더십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
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부처별·지역별 자원봉
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관리와 혁신’을 위한 향후 5년(2018-22)의 국가적 정책과제(3가지 이상)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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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정책 영역 : 자원봉사 연구・평가와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인식]

○ 자원봉사 실태조사, 정책평가 및 연구활동 지원의 실효성 검토 필요  

 - 자원봉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는 통계청 ‘사회조사’,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한국복지패

널’ 등이 실시되며 각 조사마다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실태 파악에 충분한 조사

항목의 포괄성 문제와 자원봉사 관련 연구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정책 연구과제들이 부처별‧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으나, 연구결과의 

개방 및 공유, 정책반영 정도, 체계적인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 자원봉사센터 평가는 평가체계가 갖는 여러 문제로 폐지되고, 이후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됨. 

○ 자원봉사 국제교류의 체계화 및 성과 공유 미흡

 -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은 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안되어 성과공유 연찬회 등 

일부 진행되었으나 해외의 동일 국가, 같은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사례는 지속됨.

 - KOICA를 비롯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해외자원봉사 사업은 현지에서의 성

과나 사회적 환원 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채 국내 자원봉사와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그간의 노력과 한계

 - 2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한 민간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 한국자원봉사백서 발간 및 자원봉

사 전문 학술지 발간지원과 정부의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는 이행되지 못하였음.

 - IAVE 아태지역대회 및 세계대회 참가지원, 몽골 베트남 등 자원봉사 국제협력 사업 지원 및 

자원봉사 선진국 프로그램 견학과 국내 프로그램 모델화를 위한 소규모 지원(중앙센터)이 

새롭게 시도되었음. 

○ 자원봉사 정책연구와 평가는 국가기본계획 과제의 추진 전 과정 또는 개별 사업과제와  

통합적인 방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자원봉사의 

기여와 가치를 포함한 국내의 개발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 제 4, 5 정책 영역의 1차, 2차 정책과제들
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3) 2차 국가기본계획(2014-2017)

연구기반조성
1.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2.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3.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평

가 시행      

국제교류 활성화
1. 국제 협력 및 교류 강화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1. 전국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 전국 분야별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조사

2. 자원봉사 연구활동 지원: 한국자원봉사백서 국영문 발간, 
자원봉사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 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 

3.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시행: 자원봉사센터 평
가체계 개선 및 시행,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1. 자원봉사 국제개발 협력 활성화: 자원봉사 국제개발협

력 프로그램 개발,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

램 정비 및 개발,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3.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체계 구축

■ ‘자원봉사 연구·평가와 국제협력’을 위한 향후 5년(2018-22)의 국가적 정책과제 (3가지 이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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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그 외에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정책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제 제안이유 

○ ○

○ ○

○ ○

○ ○

○ ○

※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1, 2차례 모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답례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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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도출된 정책과제 빈도(%) 대분류 빈도

제1영역
자원봉사문
화와 참여

(n=99)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및 가
치 확산

22(22.2)
-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 자원봉사 가치 확산

2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

신성 등 가치 확산
31(31.3)

- 시민성, 공동체성 가치확산
- 혁신성 등 가치확장

18
13

일상속, 생애주기별 자원봉
사참여확대

20(20.2)

- 생활 속의 자원봉사
- 청소년
- 생애주기 전반
- 성인 및 은퇴자

7
2
9
2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 기
능 강화 

7(7.1) - 마을중심 공동체적 자원봉사 확장 7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

램 활성화
3(3.0)

- 자원봉사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
성화

3

테마별 연중 캠페인 및 다양
한 홍보방식의 확대 

16(16.2)
- 테마별 캠페인 
- 홍보 강화 및 방식의 확대

13
3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n=237)

자원봉사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제도개편

55(23.2)

- 제도 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
- 인적 인프라 확충
- 기타

34
6
7
8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편

52(21.9)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 법령 정비

33
19

지역사회 단체 등 지원방안 
전환

15(6.3) - 민간조직 역할 재정립 및 지원 15

자원봉사 진흥기금의 다각화 17(7.2)
-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 공동모금회와 연계 등  

14
4

정보 중심의 포털시스템으로 
전환

33(13.9)
- 시간관리 중심의 자원봉사 전산시
스템 기능전환 

33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
능 및 역할 재편

64(27.0)

- 민간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중간조직 설립 및 운영
- 진흥위원회 활성화
-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32

9
23

 가. 분석 결과 요약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당초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연구평가 부문과 국제교류
협력 부분의 과제 제안 건 수가 많아, 2개의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개 정책영역으로 제시하
였다. 

정책과제 제안 건 수는 제2영역인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관련 과제 제안 건 수(237건)가 가장 
많았으며, 제3영역 자워봉사 관리와 사업(154건), 제1영역 자원봉사문화와 참여(99건)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도출된 정책과제별로 보면,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재편(64건), 자원봉사진
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제도개편(55건),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편(52
건) 순으로 언급빈도가 많았으며,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3건),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7건)은 과제로 언급된 빈도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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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도출된 정책과제 빈도(%) 대분류 빈도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n=154)

자원봉사 관리의 방향과  체
계혁신

20(13.0) - 자원봉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0

효과적 자원봉사 관리자 육
성

47(30.5)
-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 인정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18
29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42(27.3)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리더 육성

35
7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 45(29.2)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5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n=87)

자원봉사 조사연구 지원 24(27.6)

-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 자원봉사 단체운영 실태조사
- 자원봉사 교육실태조사
- 환류시스템 구축
- 기타(조사방법 개선)

16
3
1
2
1

자원봉사 학술활동 지원 34(39.1)

- 정책연구
- 연구 주제별 지원
- 전문학술지 발간
- 연구지원 확대
- 기타(백서발간, 학술단체 지원 등)

6
10
3
11
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 시행

29(33.3)

-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지표 개발
- 자원봉사센터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평가
- 정부 자원봉사 정책 성과평가
- 기타(추진주체별 평가)

10
9

8
2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n=62)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
화

27(43.5)
-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강화
- 기타(국제이해, 영역확장 등)

23
4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13(21.0)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협력‧연계

22(35.5)

- 사업관리체계 수립
- 성과 평가 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및 평가
- 기타(정상회담 등) 

12
4
4
2

나. 찬반의견으로 도출된 정책과제별 속성 및 차원의 범위 

1차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세부정책과제 내용 중, 찬반의견으로 나타난 세부 정책과제는 제2영
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이고, 제3영역의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인정이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의 강도에 있어서 활동시간 인정기준 표준화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대립된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며, 둘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 방
법으로 총리실 산하 진흥위원회 활성화와 별도의 진흥기구 조직을 통한 활성화라는 두 차원의 의
견으로 나뉘었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인정의 방법에 있어 상징적인 사회적 인정과 공식적 
공인 자격증 제도화라는 두가지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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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개념)
범    주

속 성 차원의 범위
대분류 정책영역

활동시간 인정기준 표준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강도 강화-폐지

총리실 산하 진흥위원회 활성화
자원봉사진흥위원
회 활성화

제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체계

총리실산하- 
진흥기구조직

자원봉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인정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방법

사회적 인정- 
공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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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문가 2차 델파이 조사지 및 분석결과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 (2018-202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5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

고자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6월5일부터 6월17일까지 제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57%가 응답하였고, 금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3차 국

가기본계획’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제2차 델파이 설문지는 7월 19일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설문 종료 후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2017. 7. 10

책임연구원 : 정 진 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10-3210-3299, whitenap@kw.ac.kr)

델파이조사책임 & 설문 관련 문의 :

         최유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 010-4532-0676, 

greenchoe@bdu.ac.kr)

공동연구원 : 이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010-2554-0756, rhlee1@daum.net)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010-2352-4744, sijcom@welfare.seoul.kr)

            송정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010-7106-5185, sja@volunteer.seoul.kr)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010-2383-0382, 

chkchulmin@gmail.com)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수주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376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김미경(02-32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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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델파이 조사 :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비전에 

관한 의견수렴> 설문지 작성에 앞서

(1) 금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여 도출된 정책과제와 제2차 국가기본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정책 영역별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묻고,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기타 세부정책과제 및 찬반 의견으로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포함여부 및 반영여부를 조사합니다. 

(2)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을 설정하고자 델파이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이후 최종적인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 및 정책과제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과 영역별 간담회 및 연구진의 연구를 총합하여 제시될 예정입니다.

    
(4) 각 정책영역에 관한 연락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담당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제1영역(자원봉사문화와 참여)-최유미   • 제2영역(자원봉사 지원 인프라)-송인주 

  • 제3영역(자원봉사 관리와 사업)-조철민    • 제4영역(자원봉사연구・평가)-이란희

  • 제5영역(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송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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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3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도출

◼ 중요도 :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실행되어야 할 중요 과제를 의미 

◼ 실현가능성 : 3차 국가기본계획 시행기간(5년) 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의미

1. 정책영역별 도출된 정책과제의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조사 

제시된 정책과제의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제별로 5점(매우 높음)에서 1점(매우 낮음)까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중요도
낮음 ↔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확장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접근성 향상 

 3. 일상 속·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4. 디지털기반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5. 지역사회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및 접근성 향상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활성화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자원

   봉사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성화

 7.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공익캠페인) 지속  

 8. 다양한 채널(웹툰, 로고 등)을 활용한 

   홍보방식의 확대와 브랜드 화 

제시된 과제 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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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정책과제

중요도

낮음 ↔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자원봉사 제도 및 정책 개혁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법 개정)  

 3. 지역사회 자원봉사생태계 조성을 위한 
   풀뿌리단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전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금의 다각화

 4.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운영의 시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진흥 기금 조성 

 5. 자원봉사 기금조성의 다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 

정보 중심의 포털시스템으로 전환 

 6.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도 외 대안적 참여
  인증 시스템 구축  

 7. 통제와 관리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에서 
   활동정보제공과 활동총량확인을 위한 
   포털로 기능 혁신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재편 

 8. 중앙의 자원봉사 진흥조직 설립을 통한  
   자원봉사정책 사업 및 인프라의 중추 기능 
   수행 

 9. 진흥원 설립에 따른 민간 자원봉사네트워크 
   및 기존의 중앙단위 조직 기능 재편

10. 자원봉사 인프라 내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연계 

제시된 과제 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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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정책과제

중요도

낮음 ↔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자원봉사관리의 방향과 체계 혁신

 1.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종합 관리모델 수립

 2.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화된 자원봉사관리 모델 수립

 3. 봉사시간 기준을 대체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중심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관리자 육성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5.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
   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6.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 
   리더십 모델 및 육성전략 수립    

 7. 자원봉사자의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지역사회 교육체계 구축

 8. 자원봉사자의 인권 및 안전한 
   활동환경 보장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10.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제시된 과제 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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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평가] 
정책과제

중요도
낮음 ↔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

3. 다양한 분야 전문학술단체의 

  자원봉사 관련 학술활동 지원

4. 자원봉사 기획연구 공모지원사업 확대

5. 자원봉사 관련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화 및 활용도 개선

6.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 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
8.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9. 자원봉사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10.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성과평가

  체계 모형 개발 및 적용

제시된 과제 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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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정책과제

중요도
낮음 ↔ 높음

실현가능성
낮음 ↔ 높음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추진주체별, 사업별 해외 자원봉사사업의 
  성과 체계 정비 및 평가
2. 저개발국가의 자원봉사 인프라·역량 강화 
  지원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4. 국가‧도시‧기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제 네트워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협력‧연계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제시된 과제 외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기타 세부 정책과제

아래의 정책과제는 델파이 1차 설문결과 소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각 정책과제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정책과제 필요함 필요없음 잘 모르겠음

 1. 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국가 시스템 재정비 

 2. 국가봉사단* 구성 

 3. 자원봉사 백서발간 

 4.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윤리강령 제정 

 5. 통일시대 자원봉사 운영체계 마련 및 통일문화 확산

* 미국의 AmeriCorps 등과 같이 국가정책과 연계한 목표지향 국가 자원봉사 사업을 의미

3. 찬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

아래 과제들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각 정책과제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

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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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에 관한 의견수렴

세부 정책과제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1. 자원봉사관리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 

 2.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더욱 표준화

 3. 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성화 

1)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비전을 한가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 비전(안)>  

(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건강한 시민사회

(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변화하는 시민사회 

(     ) 함께하는 자원봉사, 건강한 공동체 

* 응답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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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빈도
중요도 실현가능성

평균 Max Min 평균 Max Min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45 3.9 4.8 2.3 3.7 4.8 2.4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44 4.0 5.0 2.0 3.2 4.7 1.3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42 4.1 5.0 2.9 3.5 4.7 1.4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41 4.0 4.9 2.0 3.6 5.0 1.6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42 4.0 5.0 2.0 3.4 5.0 2.0

 가. 5개 정책영역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5대 정책영역별 중요도는 3영역 자원봉사 관
리와 사업이 가장 높았으며, 1영역 자원봉사 문화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1영역 자원봉사 문화가 가장 높았으며, 2영역 자원봉사 지원인프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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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조사 결과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
념 재해석, 3. 일상 속․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확산, 5.지역사회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화 및 접근성 향상 순으로 지지하였다. 

그렇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7.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공익캠페인) 지속,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확산,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자원봉사
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의견으로 무대가성과 공익성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이 제안되었다.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확장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
해석

2 4.3 1 5 4 3.6 1 5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
치 확산

1 4.5 2 5 2 3.8 2 5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접근성 향상 
3. 일상 속·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3 4.0 2 5 4 3.6 2 5

4. 디지털기반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6 3.6 1 5 4 3.6 1 5

5. 지역사회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
화 및 접근성 향상 

4 3.9 2 5 8 3.5 2 5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활성화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자원   봉
사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성화

8 3.4 1 5 2 3.8 1 5

7.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공
익캠페인) 지속  

5 3.7 1 5 1 3.9 1 5

8. 다양한 채널(웹툰, 로고 등)을 활용한 홍보
방식의 확대와 브랜드 화 

6 3.6 1 5 4 3.6 2 5

추가의견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 정착-무대가성, 공익성
(첨언) 5번 지역 마을단위 거점을 좀 더 풀뿌리 차원의 자발적 노력 촉진 독려필요
      6번 이벤트 중심의 홍보는 지양해야 함. 
      7번 상의하달식 일방적 연중캠페인은 비효과적. 성과측정 방안 함께 접근
      필요
      8번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적극적 활용
      정책추진에 부처별 참여부분 세분화, 체계화(적극적인 참여와 혁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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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자원봉사 제도 및 정책 개혁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   

1 4.5 1 5 1 3.5 1 5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
(자원봉사기본법 개정)  

1 4.5 3 5 1 3.5 1 5

3. 지역사회 자원봉사생태계 조성을 위한 풀
뿌리단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전환 

4 4.1 2 5 5 3.3 1 4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금의 다각화

4.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운영의 시민성과 독
립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진흥 기금 조성 

6 4.0 1 5 10 2.8 1 5

5. 자원봉사 기금조성의 다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 

7 3.9 1 5 8 2.9 1 5

정보 중심의 포털시스템으로 전환 

6.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도 외 대안적 참여인
증 시스템 구축  

8 3.7 1 5 6 3.2 1 5

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인프라]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
법 개정),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 3. 통제
와 관리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에서 활동정보제공과 활동총량확인을 위한 포털로 기능 혁신 순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실현가능성 또한 중요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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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7. 통제와 관리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에서 활
동정보제공과 활동총량확인을 위한 포털로 기
능 혁신 

3 4.2 1 5 3 3.4 1 5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재편 

8. 중앙의 자원봉사 진흥조직 설립을 통한  
자원봉사정책 사업 및 인프라의 중추 기능 수
행 

9 3.6 1 5 7 3.1 1 5

9. 진흥원 설립에 따른 민간 자원봉사네트워
크 및 기존의 중앙단위 조직 기능 재편

10 3.5 1 5 8 2.9 1 5

10. 자원봉사 인프라 내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연계 

4 4.1 2 5 4 3.3 1 5

추가의견

(첨언) 정부의 의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한 계획과 실천의지 있는가?
      자원봉사인프라 정책과제의 중요성이 크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없음
      실현과정에 대한 설계가 과제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8번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의  협업의 창구인 공동협의기구 상설화 적극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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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10.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순으
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5.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
계 구축,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6.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 리더십 모델 및 육성전략 수립, 10.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자원봉사관리의 방향과 체계 혁신

1.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종합 관리모델 수립

9 3.8 1 5 8 3.3 1 5

2.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유
형화된 자원봉사관리 모델 수립

10 3.7 2 5 9 3.2 1 5

3. 봉사시간 기준을 대체하는 자원봉사 활동
의 가치 중심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5 4.1 1 5 9 3.2 1 5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관리자 육성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1 4.4 2 5 5 3.5 1 5

5.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계 구축

4 4.3 2 5 1 3.8 1 5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6.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 리더십 
모델 및 육성전략 수립    

6 4.0 2 5 3 3.6 1 5

7. 자원봉사자의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지
역사회 교육체계 구축

8 3.9 2 5 5 3.5 1 5

8. 자원봉사자의 인권 및 안전한 활동환경 보
장

6 4.0 1 5 7 3.4 2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3 4.3 3 5 1 3.8 2 5

10.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1 4.4 3 5 3 3.6 1 5

추가의견
(첨언) 우선순위가 중요. 정책과제의 집중적 판단 필요해 보임
      중앙과 광역단위, 기초단위 역할 구분이 필요 
      진흥원의 설립이 과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222 -

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
조사 실시 지원

1 4.3 3 5 1 3.9 1 5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
산출방식 개선

1 4.3 3 5 3 3.8 1 5

3. 다양한 분야 전문학술단체의 자원봉사 관
련 학술활동 지원

10 3.6 1 5 5 3.5 1 5

4. 자원봉사 기획연구 공모지원사업 확대 9 3.7 2 5 4 3.5 1 5

5. 자원봉사 관련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화 
및 활용도 개선

6 3.9 2 5 6 3.5 1 5

6.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6 3.9 3 5 1 3.9 2 5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 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
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
계방안 마련

1 4.3 2 5 5 3.5 2 5

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 순으로 지지하였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6.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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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8.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국가기본
계획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6 3.9 1 5 4 3.6 1 5

9. 자원봉사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5 4.0 1 5 5 3.5 1 5

10.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성과평가 체계 
모형 개발 및 적용

4 4.1 1 5 5 3.5 1 5

추가의견

(첨언)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없이 자원봉사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은 
우려스러움
      과제 실행 주체가 분명해야 함. 진흥원 같은 기구가 필요
      정부합동평가 지표(자원봉사활동률, 봉사활동증가율) 문제 있음 
      정부업무 평가기본법대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제안
      평가지표 개선(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지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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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순으로 지지하였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순으로 나타났다. 

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순위 평균 Max Min 순위 평균 Max Min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추진주체별, 사업별 해외 자원봉사사업의 
성과 체계 정비 및 평가

3 3.9 1 5 3 3.4 1 5

2. 저개발국가의 자원봉사 인프라·역량 강화 
지원

5 3.8 2 5 6 3.1 1 5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6 3.7 2 5 1 3.6 2 5

4. 국가‧도시‧기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제 
네트워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3 3.9 2 5 5 3.2 1 5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협력‧연계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
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1 4.3 2 5 3 3.4 2 5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
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2 4.2 2 5 2 3.5 2 5

추가의견
(첨언) 지역의 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사업 정보 공유, 피드백 등을 통해 국제교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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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부는 4. 디지털기반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를 한국자원봉사의 해 집행위원회(이하, 한자
해)와 학계, 기업, 센터는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을 단체는 1. 시민사
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정책과제 전체평균 정부 한자해 학계 기업 단체 센터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확장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4.3 3.0 4.3 4.0 5.0 4.5 4.3

2.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4.5 3.5 4.8 4.8 5.0 4.4 4.5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접근성 향상 
3. 일상 속·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4.0 4.0 3.8 3.8 4.0 4.2 3.9

4. 디지털기반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
대

3.6 4.5 3.7 3.5 4.5 3.3 3.6

5. 지역사회 마을단위 자원봉사 거점기능  강
화 및 접근성 향상 

3.9 3.0 3.8 4.3 4.0 3.8 4.0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활성화

6.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자원   
봉사주간, V-Day, 페스티벌 등) 활성화

3.4 3.5 3.6 2.8 4.0 3.1 3.5

7.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
(공익캠페인) 지속  

3.7 3.5 4.1 3.0 4.0 3.8 3.6

8. 다양한 채널(웹툰, 로고 등)을 활용한 홍보
방식의 확대와 브랜드 화 

3.6 4.0 3.4 3.3 4.0 3.4 3.9

 

제 2영역 [자원봉사지원 인프라]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부는 3. 지역사회 자원봉사생태계 조성을 위한 풀뿌리단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전환 과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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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영역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정책과제 전체평균 정부 한자해 학계 기업 단체 센터

자원봉사 제도 및 정책 개혁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   

4.5 4.0 4.7 4.5 4.0 4.4 4.5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
(자원봉사기본법 개정)  

4.5 4.0 4.9 4.3 4.5 4.2 4.7

3. 지역사회 자원봉사생태계 조성을 위한 풀
뿌리단체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전환 

4.1 4.5 4.2 4.3 4.5 4.3 3.8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금의 다각화

4.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운영의 시민성과 독
립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진흥 기금 조성 

4.0 4.0 4.7 4.0 3.5 3.8 3.8

5. 자원봉사 기금조성의 다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 

3.9 4.5 4.4 4.0 3.0 3.8 3.5

정보 중심의 포털시스템으로 전환 

6. 자원봉사 시간인증제도 외 대안적 참여인
증 시스템 구축  

3.7 4.0 3.5 3.8 4.5 3.8 3.5

7. 통제와 관리중심의 자원봉사 포털에서 활
동정보제공과 활동총량확인을 위한 포털로 기
능 혁신 

4.2 4.0 4.4 3.8 4.0 4.2 4.1

자원봉사 진흥 인프라의 기능 및 역할 재편 

8. 중앙의 자원봉사 진흥조직 설립을 통한  
자원봉사정책 사업 및 인프라의 중추 기능 수
행 

3.6 3.0 4.4 3.5 4.0 3.4 3.4

9. 진흥원 설립에 따른 민간 자원봉사네트워크 
및 기존의 중앙단위 조직 기능 재편

3.5 3.0 4.0 3.5 4.0 3.4 3.4

10. 자원봉사 인프라 내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연계 

4.1 4.0 4.1 4.3 4.5 4.2 4.1

원봉사 기금조성의 다원화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한자해는 1.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적 제도 개편을 한자해와 센터는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
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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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정책과제 전체평균 정부 한자해 학계 기업 단체 센터

자원봉사관리의 방향과 체계 혁신
1.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종합 관리모델 수립

3.8 3.5 4.1 3.5 3.0 3.8 3.8
2.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유
형화된 자원봉사관리 모델 수립

3.7 4.0 3.4 3.5 3.5 4.0 3.8
3. 봉사시간 기준을 대체하는 자원봉사 활동
의 가치 중심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

4.1 4.5 4.0 3.5 3.5 4.3 4.3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관리자 육성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4.4 4.5 4.3 4.5 4.0 4.5 4.4
5.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계 구축

4.3 4.0 4.5 4.5 4.0 4.3 4.3
자원봉사자 리더십 육성
6.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 리더십 
모델 및 육성전략 수립    

4.0 4.0 3.8 4.0 4.0 4.4 3.8
7. 자원봉사자의 성장단계별 교육개발 및 지
역사회 교육체계 구축

3.9 3.5 3.8 4.0 3.0 4.0 4.1
8. 자원봉사자의 인권 및 안전한 활동환경 보
장

4.0 3.5 3.8 4.3 3.5 4.2 4.0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4.3 4.0 4.5 4.3 4.5 4.3 4.3

10.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4.4 4.5 4.5 4.3 4.5 4.4 4.2

제 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부, 한자해, 학계, 단체, 센터 공통적으로 4.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을 기업은 9.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와 10.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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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평가] 정책과제 전체평균 정부 한자해 학계 기업 단체 센터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
사 실시 지원

4.3 4.5 4.5 4.0 4.5 4.1 4.3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
출방식 개선

4.3 4.5 4.5 4.3 3.5 4.2 4.3

3. 다양한 분야 전문학술단체의 자원봉사 관
련 학술활동 지원

3.6 3.0 3.7 4.0 3.0 3.6 3.8

4. 자원봉사 기획연구 공모지원사업 확대 3.7 3.5 3.7 3.8 3.0 3.8 3.7
5. 자원봉사 관련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화 
및 활용도 개선

3.9 4.0 4.0 3.3 3.5 3.9 4.2

6.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3.9 3.5 4.0 3.5 4.0 3.8 4.0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 시행
7.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
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
방안 마련

4.3 4.0 4.6 4.3 3.5 4.2 4.3

8.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국가기본계
획 이행점검 체계 개발과 시행

3.9 3.5 4.5 4.3 3.0 3.7 3.8

9. 자원봉사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부-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4.0 3.5 4.3 4.3 3.5 3.9 3.9

10. 자원봉사의 사회적영향력 성과평가 체계 
모형 개발 및 적용

4.1 4.0 4.2 4.0 3.5 4.1 4.3

제 4영역 [자원봉사 연구․ 평가]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부와 기업은 1.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을, 한자해는 7. 국가기
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을 단체
와 센터는 2.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을 학계는 3. 다양한분야 전문
학술단체의 자원봉사 관련 학술활동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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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부는 4. 국가‧도시‧기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제 네트워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를 한자
해와 기업, 단체는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
화를 한자해는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정책과제 전체평균 정부 한자해 학계 기업 단체 센터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1. 추진주체별, 사업별 해외 자원봉사사업의 
성과 체계 정비 및 평가

3.9 4.0 4.0 4.0 4.0 4.1 3.7

2. 저개발국가의 자원봉사 인프라·역량 강화 
지원

3.8 4.0 4.0 4.0 3.5 3.8 3.7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3. 국제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지원 3.7 3.5 3.8 3.8 3.0 3.7 3.8

4. 국가‧도시‧기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제 
네트워크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3.9 4.5 3.9 4.0 3.5 3.9 3.8

국제-국내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협력‧연계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
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4.3 4.0 4.5 4.0 4.5 4.3 4.2

6. SDGs에 기반한 국제 자원봉사 사업 수행
과 국내 자원봉사사업과의 연계

4.2 4.0 4.4 4.0 4.0 4.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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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
영역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실현가능성

1 1 자원봉사의 시민성, 공동체성, 혁신성 등 가치 확산 4.5 3.8

1 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독립성 보장 및 운영재원 다
각화를 위한 제도 개편(자원봉사기본법 개정)  

4.5 3.5

1 2
자원봉사 센터, 예산, 포털 등 진흥정책과 인프라 전반의 혁신
적 제도 개편   

4.5 3.5

4 3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역량과 사회적 위상 확립 4.4 3.5

4 3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
그램 개발 

4.4 3.6

6 3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 다양화 4.3 3.8

7 1 시민사회영역 확장으로서 자원봉사 개념 재해석 4.3 3.6

7 3
시민성과 공동체성 기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개발 및 실행체
계 구축

4.3 3.8

7 4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현황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 4.3 3.9

7 4 자원봉사 실태조사 지표 표준화 및 통계산출방식 개선 4.3 3.8

7 4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
가 체계와의 구조화·연계방안 마련

4.3 3.5

7 5
해외자원봉사파견 국제개발협력 섹터와 국내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협력 강화 

4.3 3.4

 라. 중요도 및 실현가능성 높은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우선순위 12가지를 뽑아본 결과, 제1영역 2개 과제, 제2영역 2개 
과제, 제3영역 4개 과제, 제4영역 4개 과제, 제5영역 1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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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
영역

세부 정책과제 실현가능성 중요도

1 1 핵심 아젠다 중심의 테마별 연중 캠페인(공익캠페인) 지속 3.9 3.7

1 4 자원봉사 National Report 발간 3.9 3.9

3 1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3.8 3.4

한편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우선순위별로 뽑아본 결
과, 제1영역 2개 과제, 제4영역 1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마.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기타 세부 정책과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세부과제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과제별로 필요하다는 지지율은 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국가시스템 재정비 97.6%, 자
원봉사자 및 관리자 윤리강령 제정 78.6%, 자원봉사 백서발간 71.4% , 통일시대 자원봉사 운영체
계 마련 및 통일 문화 확산 52.4%, 국가봉사단 구성 42.9% 순이다. 

기타 세부 정책과제
필요함 필요없음 잘 모르겠음

빈도 % 빈도 % 빈도 %
 1. 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국가 시스템 재정비 41 97.6 1 2.2 - -
 2. 국가봉사단* 구성 18 42.9 16 38.1 8 17.8
 3. 자원봉사 백서발간 30 71.4 8 19.0 4 9.5
 4.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윤리강령 제정 33 78.6 5 11.9 4 9.5
 5. 통일시대 자원봉사 운영체계 마련 및 통일문화 
확산

22 52.4 10 23.8 10 23.8

* 미국의 AmeriCorps 등과 같이 국가정책과 연계한 목표지향 국가 자원봉사 사업을 의미

 바. 찬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찬반 의견으로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찬성으로 나타난 세부 정책과제는 자원봉사관리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50.0%), 총리실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활성화(81.0%)이며, 반대로 나타난 세부 정책과제는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더욱 표준화(52.4%)이다.

세부 정책과제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빈도 % 빈도 % 빈도 %

 1. 자원봉사관리사 공인 자격증 제도화 21 50.0 15 35.7 6 14.3

 2.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더욱 표준화 15 35.7 22 52.4 5 11.9

 3. 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활성화 34 81.0 2 4.8 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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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에 관한 조사 결과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에 관한 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건강한 시
민사회”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 비전 순위 빈도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건강한 시민사회 1 18 42.9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변화하는 시민사회 3 8 19.0

함께하는 자원봉사, 건강한 공동체 2 1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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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 자원봉사진흥 

        제3차 기본계획 제출 양식 및 정책과제 목록

5-1.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 자원봉사진흥 제3차 기본계획 제출 양식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

제3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협조

□ 배경 및 목적

○ 올해로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의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사업을 모두 포

괄하는 연계성과 통합성을 추구하고 있음

○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계획 중인 향후 5년간의 사업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본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대상 

○ 16개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통계청 

○ 17개 광역시도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8~2022 (5개년)

○ 계획의 내용적 범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자원봉사 관련 주요 사업계획

- 기본 포함사항

‣ 해당 기관 소관 자원봉사 영역의 현황과 문제점

‣ 해당 기관의 제3차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방향

‣ 해당 기관에서 계획중인 5개년간 세부사업

‣ 소요예산 및 과제 이행점검계획

- 중앙행정기관 : 자원봉사 담당 주무부서를 비롯하여 기관내 타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자원봉

사 사업 

- 광역시도 : 특정부서나 자원봉사센터 등 특정조직의 사업계획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자원봉사 사업 포괄

※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 기초 자원봉사센터의 단위 사업 프로그램을 단순 취합하는 형태는 지양

- 사회복지, 비영리·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만들기 조직, 적십자사 및 새마을

등 관내 대표적 시민사회영역 자원봉사를 아우름



(부처명/광역시도명)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2017. 6.

부 처 명 ( 광 역 자 치 시 도 명 )



목    차

Ⅰ. 기본현황 ··················································· 

Ⅱ.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 

Ⅲ. 제3차 국가기본계획 세부사업 ··············· 

Ⅳ. 제3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계획 ·········

첨부. 제3차 국가기본계획 사업목록 (엑셀 서식) 



- 236 -

Ⅰ  Ⅰ   기본 현황

1.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 사업 추진근거

   ☞ 법, 조례, 지침, 지시사항, 관련 연구 등

2. 2017년 자원봉사 관련 사업예산

   ☞ 자체 사업 예산과 산하기관 교부 예산, 민간자원봉사단체 지원 예

산 등을 모두 포함

3. 2017년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업 내용

   ☞ 예산 사업 및 비예산 사업의 제목과 간단한 소개 작성

4. 관련 산하기관의 현황 및 업무분장체계

   ☞ 자원봉사관련 산하기관 모두 작성

   (각 산하기관 현황 작성례 : 기관명, 직원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주요사업, 개소일

   업무분장체계 작성례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산하기관간 정책

결정·집행구조, 예산지원체계 등 작성)

Ⅱ  Ⅱ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

☞ 해당 기관의 향후 5개년간 자원봉사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산하기관의 사업계획까지 포함하여 기술)

1.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 현황과 주요 문제점

 ☞ 해당 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자원봉사 사업의 범위와 특성에 입각

한 현황과 핵심 문제점 제시

2. 향후 5년간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 비전

3. 향후 5년간 추진 방향 

 ☞ 해당 부처 또는 지자체 자원봉사 사업의 특성화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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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Ⅲ   제3차 국가기본계획 세부사업

  ☞ 각 기관에서 ’18~’22년간 추진 예정인 자원봉사 관련 사업 적시. 계획하는 사업이 복수일 경우 
각 사업별로 아래 내용을 모두 작성

1. 사업명

 ☞ 미정일 경우 가안의 사업명을 작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문제, 현안, 제안, 지시사항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

  ○ 

□ 사업 추진체계

 ☞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집행체계를 기술

 (작성례 : 기존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 또는 신규체계 마련, 사업 관련 민

관 네트워크 활용 등)

  ○

□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추진일정

  ○ 

□  소요예산 

 ☞ ’18~’22년 연차별 예산으로 작성(단위: 백만원)

  ○ 

2. 사업명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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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Ⅳ   제3차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계획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중 해당 평가영역을 작성(둘 다 해당하는 경우 모두 작성)

□ 정량적 평가 영역 및 목표

 ☞ 정량적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치를 기술

 (작성례 : 자원봉사자 수, 교육횟수 등)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1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인원 20명 20명 30명 30명 30명

2
3
4
5

□ 정성적 평가 영역 또는 기대효과

 ☞ 정성적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기술

 (작성례 : 대상자 만족도, 성취, 변화 내용)

  ○ 

□ 이행점검계획

 ☞ 이행점검 방법을 기술

 (작성례 : ’18~’22까지 단계별로 자체 이행목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행점검

을 실시하는 방법, 실적취합과 분석, 지자체 합동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만족

도 조사 등 다양한 방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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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기관명 정책영

역 정책과제명 과제
기간

협력
기관

예산
계획

수행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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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기관명 정책영역명 정책과제명 사업명 사업기간 협력기관

예산
계획 

1 경찰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미정 행정안전부

    
1,868 

2 교육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자원봉사행사와축제지원
/교육기부박람회

5년
한국과학창의

재단
4,000 

3 교육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5년 단독  없음 

4 교육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은퇴자및노인자원봉사활성화
/은퇴인력활용교육기부활성화  

5년
(사)한국자원봉

사문화 위탁
2,700 

5 농림축산식품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 1년

한국농어촌공

사, 지자체 등
3,606 

6 문화재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원

2018~202

2
지자체 890 

7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비비비(BBB) 운동(언어문화 

통역  자원봉사단)
미정 단독 3,850

8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미정 단독 40,787 

9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722 

10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485 

11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210 

12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600 

13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중앙도서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비예산 

5-2. 중앙부처별 자원봉사진흥 제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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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

서관)  자원봉사 운영 1
미정 단독 73 

15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

서관)  자원봉사 운영 2
미정 단독 15 

16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1,000 

17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  운영
미정 단독 10 

18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미정 행정자치부 2,000 

19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전문성 강화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190 

20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시상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232 

21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해외 교류협력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280 

22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138 

23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5년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200 

24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노인자원봉사클럽 지원 5년 대한노인회 4,395 

25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노인자원봉사  시민 리더 
육성 및 전문 자원봉사 활동 

지원
5년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600 

26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정보 

제공기능 강화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170 

27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VMS 전면 개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5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2,000 

28 외교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간 
연계‧협력 강화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2018~202

2
KOICA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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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교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국제 및 국내 
자원봉사섹터간 
연계‧협력 강화

해외봉사 경험 국내 환류체계 

구축

2018~202

2

KOICA 및 

ODA교육원 등  

지역전문기관

미정 

30 인사혁신처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1년

행자부, 중앙, 

지자체
없음 

31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문 지도자  양성
미정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17개 
시ㆍ도센터

50 

32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미정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17개 
시ㆍ도센터

50 

33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일상적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 향상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미정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17개 
시ㆍ도센터

100 

34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청소년자원봉사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강화
미정

한국청소년활
동진흥원,  

17개 
시ㆍ도센터

100 

3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전문봉사단 

운영
5년 중앙, 지역센터 350 

36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 

발굴-확산
5년 중앙센터 6,500 

37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민주시민 교육콘텐츠 확산 5년 중앙센터 2,300 

38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통일대비 탈북청년리더 양성 5년 중앙센터 미정 

39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청년 국가봉사단 운영 5년 중앙센터

128,30
0 

40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5년 중앙센터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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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확산

41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대한민국 재난안전지도 구축 5년 중앙센터 1,000 

42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자원봉사 기록-전시관 운영 5년 중앙센터 2,830 

4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자원봉사 정책연구 5년 중앙센터 350 

44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자원봉사참여인증실적관리 2년 모든기관 800 

4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자원봉사 기관별 실적연계 

확대 및 통합  계정 도입
2년 모든기관 3,200 

46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인프라
공적자원봉사진흥기구정

비
자원봉사진흥원 설립 5년

중앙센터, 

기재부, 국회
98,500 

47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빅데이터 기반의 맟춤형 

자원봉사 매칭  서비스
2년 모든기관 1,200 

48 환경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사회저변의 자원봉사참여 

영역 확장
참여자 다양화 5년 단독 2,700 

49 환경부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리더형 자원봉사자 양성 5년 단독 1,600 

50 환경부 자원봉사 인프라 물적인프라 구축 미래세대 참여환경 개선 5년 행정자치부 2,700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별도로 사업기간에 정함이 없음 / 예산계획은 '18~'22 중장기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 외교부 관련 사업  예산은 기존 WFK 해외봉사단 예산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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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정책영역명 사업명 사업
기간 협력기관 예산계획 비고

1 강원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 강화 5년 단독 45 　

2 강원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5년 단독 150 　

3 강원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5년 단독 64 　

4 강원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5년 단독 125 　

5 강원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 5년 단독 30 　

6 강원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년 단독 40 　

7 강원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리더 교육 운영 5년 단독 31 　

8 강원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5년 단독 100 　

9 강원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5년 단독 비예산 　

10 강원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가족봉사활동 전개 5년 단독 75 　

11 강원도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 5년 단독 15 　

12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제도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790 　

13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콘텐츠 
개발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745 　

14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행사와 축제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70 　

15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450 　

16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181 　

17 경기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50 　

18 경기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정비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 　

19 경기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광역-기초 센터 네트워크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50 　

20 경기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6,310 　

21 경기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690 　

22 경기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0 　

23 경기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99 　

24 경기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경기도 자원봉사 특성화 5년 시군, 2,170 　

  5-3. 광역지자체별 자원봉사진흥 제3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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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진(경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5 경기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분야별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100 　

26 경기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60 　

27 경기도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자원봉사 국제교류 5년
시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40 　

28 경상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홍보사업 5년 도 자원봉사센터 75 　

29 경상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지원 5년 도 자원봉사센터 10 　

30 경상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기업사회공헌참여확산 5년 도 자원봉사센터 29 　

31 경상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학생(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도 자원봉사센터 106 　

32 경상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재능나눔 활서화 5년 도 자원봉사센터 45 　

33 경상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경상남도 자원봉사 네트워크 5년 도 자원봉사센터 50 　

34 경상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5년 도 자원봉사센터 504 　

35 경상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단 
조직

5년 도 자원봉사센터 90 　

36 경상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인정보상 지원 5년 도 자원봉사센터 225 　

37 경상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 육성

5년 도 자원봉사센터 145 　

38 경상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리더 양성 5년 도 자원봉사센터 175 　

39 경상남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 5년 도 자원봉사센터 75 　

40 경상남도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5년 도 자원봉사센터 100 　

41 경상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1년 23개 시,군센터 33 　

42 경상북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대 도민 밀착형 재능나눔 

사업 전개 1년 23개 시,군센터 81 　

43 경상북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1년 23개 시,군센터 18 　

44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45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 보호 및 인정 
보상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46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기부문화 붐 조성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47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추진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48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지역사회 대규모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 프로젝트 추진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49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민관 민민의 자원봉사 
연대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생산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0 광주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생활 속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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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광주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2 광주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수요 네트워크 

구축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3 광주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공급 네트워크 
구축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4 광주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민관 민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5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6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보조관리자 전문성 
배양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7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메뉴얼 

개발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8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59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기회 
제공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60 광주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61 광주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공유 　 　 　
광주광역시 사업들은 2차 5개년계획 틀로 재분류 한 

것임

62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70 뉴스레터, 자원봉사소식지 등 8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63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지원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625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대회 등 2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64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230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등 4개 세부 사업을 통합했음

65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활성화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00 재능나눔전문봉사단 등 2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66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25 　

67 대구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인정보상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710 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68 대구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80 　

69 대구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5,130 광역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0 대구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50 광역및지역자원봉사협의체 등 6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1 대구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재난재해 자원봉사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60 재난재해 자원봉사SOS지원시스템 운영 등 2개 사업을 

통합했음

72 대구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45 자원봉사관리자워크숍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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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구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25 자원봉사리더양성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4 대구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60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5 대구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연구 및 평가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50 자원봉사정책연구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했음

76 대구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연구 및 평가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비예산 구군자원봉사센터 평가 등 4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7 대구광역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5년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105 해외자원봉사 등 4개 세부사업을 통합했음

78 대전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지원봉사 홍보와 켐페인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535 　

79 대전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행사와 축제지원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1,165 　

80 대전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245 　

81 대전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485 　

82 대전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25 　

83 대전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6,065 　

84 대전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715 　

85 대전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단체 운영실태조사 

및 컨퍼런스 개최 5년 구, 시 자원봉사센터 110 　

86 대전광역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5년 시 자원봉사센터 250 　

87 부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행사와축제지원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88 부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홍보와 캠페인 추진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89 부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추진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0 부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기업사회공헌 행사 추진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1 부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확대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2 부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 데이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3 부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개최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4 부산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대학생자원봉사 및 
관리자과정운영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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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산광역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부산 드림백전달 및 

해외자원봉사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6 부산광역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정책과제 연구활동지원 및 
2020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
5년 부산광역시자원봉사

센터 미정 　

97 서울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서울시 시민참여 문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 5년 서울시, 시·구센터 1,247 　

98 서울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가치 재정립 및 
브랜드 확산을 위한 행사 ․ 

지원
5년 서울시, 시·구센터 1,496 　

99 서울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지역사회기반기업자원봉사활
성화 

5년 서울시, 시·구센터 359 　

100 서울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청소년 봉사학습 체계 
정착화

5년 서울시, 시·구센터 839 　

101 서울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5년 서울시, 시·구센터 77 　

102 서울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정비 5년 서울시, 시·구센터 비예산 　

103 서울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서울시 자원봉사 5개년 

종합정책 수립 5년 서울시, 시·구센터 5 　

104 서울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및 영역간 협력체계 활성화 5년 서울시, 시·구센터 3,809 　

105 서울특별시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

5년 서울시, 시·구센터 1,899 　

106 서울특별시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

5년 서울시, 시·구센터 501 　

107 서울특별시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소모임, 커뮤니티 자원봉사 
참여 확대 5년 서울시, 시센터 3,677 　

108 서울특별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정책과제 연구활동 지원 5년 시센터 502 　

109 서울특별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국제교류 및 해외네트워크 

확대 5년 시센터 200 　

110 세종특별시 1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62 　

111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5년 단독 44 자원봉사 희망터, 할인가맹점 등 2개 사업 통합

112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성 

참여증진 5년
시각장애인협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예산 경로당 봉사, 다문화 체험 등 2개 사업 통합

113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 홍보 및 홍보물 

제작 5년 단독 62 홍보물, 소식지 발간 등 2개 사업 통합

114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5년 단독 185 업무협약 체결 등 4개 사업 통합

115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5년 세종시교육청 23 자원봉사 교사 간담회 등 7개 사업 통합



- 249 -

116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5년 단독 350 공직자 자원봉사 등 4개 사업 통합

117 세종특별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단독 156 세종이야기할머니 등 4개 사업 통합

118 세종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5년 단독 13.5 운영위원회 등 2개 사업 통합

119 세종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자 전산시스템 개선 5년 단독 비예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등 2개 사업 통합

120 세종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5년 단독 137 전문자원봉사단 재능봉사단 등 4개 사업 통합

121 세종특별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단독 83 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지속관리 등 3개 사업 통합

122 세종특별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5년 단독 27.5 전문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등 5개 사업 통합

123 세종특별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
련 프로그램 지원 5년 단독 18 선진센터 견학 등 2개 사업 통합

124 세종특별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5년 단독 75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2개 사업 통합

125 세종특별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특
성화 프로그램 개발 5년 단독 34 벽화 그리기 등 3개 사업 통합

126 세종특별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 
조사 5년 단독 비예산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 조사 등 2개 사업 통합

127 세종특별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1365포털 인구대비 
자원봉사 활동율 5년 단독 비예산 　

128 세종특별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5년
세종사회복지공동모

금회 230 　

129 울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행사와 축제지원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1,980 　

130 울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796 　

131 울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6,571 　

132 울산광역시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51 　

133 울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비예산 　

134 울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전산시스템 개선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231 　

135 울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민간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 

강화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185 　

136 울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4,689 　

137 울산광역시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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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울산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224 　

139 울산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443 　

140 울산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1,215 　

141 울산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조사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102 　

142 울산광역시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5년 자원봉사센터 및 

자치행정부 등 594 　

143 인천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인정보상제도 확대 　 　 　 　

144 인천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 강화 　 　 　 　

145 인천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146 인천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지역축제, 국제대회 개최 
지원

　 　 　 　

147 인천광역시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학생, 직장인, 은퇴자 
재능나눔 자원보사 활서화

　 　 　 　

148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과정 
운영 　 　 　 　

149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150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단체 역량강화 　 　 　 　

151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운영 　 　 　 　

152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활동 전문성 제고 　 　 　 　

153 인천광역시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인천 특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154 인천광역시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활성화, 발전방향 
모색 포럼 개최 　 　 　 　

155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사업 5년 단독 110 　

156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제 5년 단독 134 　

157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5년 단독 108 　

158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흥(興)을 전하는 공연봉사단 
운영

5년 단독 56 　

159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은퇴재능「남도친구들」운영 5년 단독 417 　

160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단독 22 　

161 전라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다문화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지원 5년 단독 56 　

162 전라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나눔 이동세탁차 운영 5년 단독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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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전라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대학생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5년 단독 33 　

164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시군자원봉사센터직원워크숍 5년 단독 40 　

165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호남권광역센터역량강화워크
숍 5년 단독 18 　

166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5년 단독 23 　

167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5년 단독 72 　

168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도민협력「남도사랑봉사단」
운영 5년 단독 180 　

169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재난안전자원봉사활동 5년 단독 34 　

170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우수자원봉사자 연수 5년 단독 194 　

171 전라남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가고싶은 섬, 살고싶은 섬 5년 단독 104 　

172 전라남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정책간담회

5년 단독 65 　

173 전라남도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국제교류 협력사업 5년 단독 24 　

174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시군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5년 　 660 　

175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봉사동아리 육성 5년 　 540 　

176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5년 　 431 　

177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5년 　 62 　

178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이웃사촌 프로젝트 5년 　 580 　

179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5년 　 100 　

180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단체 지원 5년 　 580 　

181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기업 사회봉사단 지원 5년 　 59 　

182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5년 　 540 　

183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5년 　 431 　

184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5년 　 580 　

185 전라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이동빨래방차 운영 5년 　 30 　

186 전라북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확대 5년 　 170 　

187 전라북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재난안전 네트워크 지원 5년 　 65 　

188 전라북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워크숍 및 포럼 5년 　 77 　

189 전라북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인센티브 5년 　 175 　

190
제주특별자

치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도자원봉사자축제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125 　

191 제주특별자
치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사업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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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제주특별자

치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구축 및 

역량강화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200 　

193
제주특별자

치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50 　

194 제주특별자
치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75 　

195 제주특별자
치도

3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전문자원봉사단체 연계 
소외계층 지원

5년 제주특별자치도자원
봉사센터

600 　

196 제주특별자
치도 4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조사 5년 단독 비예산 　

197 제주특별자
치도 5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제주평화봉사단 

해외평화봉사활동 5년 제주평화봉사단 250 　

198 충청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홍보와캠페인 추진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20 　

199 충청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행사와 축제지원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95 　

200 충청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학생자원봉사 활성화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240 　

201 충청남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기업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산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140 　

202 충청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민간자원봉사대표기관 역할 
강화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190 　

203 충청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240 　

204 충청남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190 　

205 충청남도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120 　

206 충청남도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활성화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6,310 　

207 충청남도 3 자원봉사관리와 개발 자원봉사인정보상제운영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31 　

208 충청남도 5 자원봉사글로벌협력 해외자원봉사 정비 및 개발 5년 시군,도·시군자원봉
사센터 200 　

209 충청북도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5년 도 및 1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900 　

210 충청북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직장인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활성화 5년
도 및 1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400 　

211 충청북도 1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5년
도 및 1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500 　

212 충청북도 2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5년 도 및 1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