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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 새소식 

 세계 회장님으로부터의 편지(p.1) 

 뉴욕에서의 세계 봉사의 날 축제 (p.3) 

 500 Days, 500 Ways-아그네타(Agnetta) (p.4) 

 GCVC: 호주에서의 가르치기, 배우기 그리고 즐기기 (p.4) 

 디지털자원봉사 (p.5) 

 
각 지역의소식 

유럽으로부터의 소식: 유럽 연합이 자원봉사 관계망 형성을 돕다. (p.5) 

아프리카로부터의 소식: 전문가들이 모리셔스(Mauritius)에서 만나다! (p.5) 
아프리카로부터의 소식: 케냐, 나이로비의 소방안전. (p.5)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의 소식: 친목, 실무 그룹이 준비되다! (p.6) 
아시아 태평양으로부터의 소식: 대만 남부의 자원봉사 스포츠 게임. (p. 7) 
북미대륙으로부터의 소식: 자원봉사의 주간(週)의 주제.(p.7) 
아랍지역으로부터의 소식: 오만(Oman) 암 센터에서의 봉사활동. (p.8) 

독자님들에게: IAVE 마케팅홍보매니저인 제시카 한의작업 덕분에 E-IAVE 의 

주요부분을 다시 디자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membership@iave.org. 

이번호에서는 

IAVE 세계회장 

Kylee Bates 의편지 

약 30 년 전에 국제연합기구는 12 월 5 일을 “자원봉사 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며”,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주자”라는 목표를 가진 국제 자원봉사의(IVD)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12 월 5 일이 지난 지금, 저는 국제 자원봉사의 날이 단순히 대중을 위한 좋은 홍보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IAVE 가 국제 자원봉사의 날을 자원봉사 활동을 굳건히 하며, 홍보하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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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날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이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동원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저희는 

국제연합과 경제계가 힘을 모아 

기업자원봉사(corporate 
employee volunteering)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2030 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MPACT2030 계획이 출범 할 수 

있도록 한 핵심 관계자이자 

참여자였으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명인을 편지를 통해 지난 

12 월 5 일 국제연합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의 이에 대한 

열정이나 강한 애착이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국제 

자원봉사의날(IVD)이 단순히 작년도 

한 해에 걸쳐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 

이들에게 주는 짧은 축하일 뿐인가 

아니면 진실로 여러 국가들이 

목표했던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보관소에서 저는 

전세계의 정부 기관, 비 정부 기구 

그리고 사업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원봉사 로고를 만드는 과정이나 

지역 사업체가 자원봉사자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카드를 

출범한 말레이시아, 혹은 호주의 

뛰어난 고용 사이트에서 

발표한자원봉사 관련 연구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검은 모자를 쓴 

청년들” 이라는 캠페인이 

자원봉사자들과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세계자원봉사의 날이 됨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린이 성폭력 발생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경고하는검은 

모자를 쓴 청년들이 침묵 시위를 

했으며 입법자들에게 보다 아이들을 

위한 법률을 시행 제정 되도록 

압박했습니다.  

자메이카 킹스턴에서는 자메이카 

국립 건축회 재단(JNBS)과 

자원봉사회(CVSS)  그리고 CUSO 

인터내셔널(CUSO International)이 

협력을 통해서연례적인 제 2 회 국가 

자원봉사 심포지엄을 “자원봉사:  

청년 리더십과 혁신을 위한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펀잡(Punjab) 

청소년 교육 장관이 정부가 

지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평화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봉사를 원하는 

청년들이 평화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들이 식지 않게 하자”라는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 난민이 된 가족들에게 

옷을 임시 주거 센터에 배달해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약 100 여개의 베트남 

그리고 외국 기관들이 헌혈, 가정폭력 

반대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이벤트로 이루어진 베트남 

자원봉사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과 IAVE 가 

세계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고자 

참여했던 활동들을 비추어보며 제 

의문점들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12 월 

5 일은 국제자원봉사의 날기획자들이 

원했고 결의안이 목표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자원봉사활동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며”,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IAVE 이사회 사무국을 대표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활동과 IAVE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강한 염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마도 봉사하는 

뉴질랜드(Volunteering New Zealand) 

동료들이 세계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면서 했던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a tini ma 

manokarapatewhai’–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다가오는 계절이 당신에게 

성스러운 시기이거나 단순히 

달력을 내년으로 넘기는 

과정에 불과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5 년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평화와 행복 그리고 풍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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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IAVE의 이사이자 국제 기업 자원봉사 의회(GCVC)의 멤버인 

카티데니스(Kathi Dennis)가 국제 연합 기구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제연합봉사단에 

의해 기획된 자원 IAVE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티는 우리의 세계 대표인 카일리베이트(Kylee Bates)와 그녀가 사인한 편지를 

인용하였으며 그 편지는 국제 연합 봉사단(UNV)을 통해 사무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폭넓은 국제 자원봉사 공동체와 국제적인 기업들, 비 정부기구와 

풀뿌리운동의 리더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60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자원이라는 저희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기구의 회원국들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제연합기구 기관과 프로그램의 대표님들이 이 주장에 긍정적으로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가 발표되자마자 저희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모든 

분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를 자원봉사자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협력하고, 기업들과 고등학교, 대학교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사회를 신뢰하고 지역사회의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기업들이 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IMPACT2030 발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IAVE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였으며 우리 GCVC의 멤버 중 3 그룹(UPS, Ritz-Carlton and 

IBM)이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티는 또한 GCVC의 멤버이자 IAVE의 국제 기업 자원봉사 시상식의 시상자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의 마리아 후세 피콘(Marian JustePicon)과 비디(BD)의 

제니퍼파링톤(Jennifer Farrington)의 토론회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마리안은 

텔레포니카의 자원봉사자들이 미성년 노동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며 제니퍼는 아이티의 의료 서비스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준 BD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연합기구의

세계자원봉사의

날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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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Days, 

500 Ways 에 

소개된 IAVE 멤버 

모든참석자들은이발표와다양한대화를통해서 GCVC 가 

IAVE 의전체적인목표와강하게연결되어있다는사실에동의하였

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신장이었으며 

단순히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업가(EVP)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GCVC 의 동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했으며 그러한 활동들은우리의 대표자들 각각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이끌어줬습니다.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공유되었고 대화는 친밀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GCVC 멤버들은회의장을 나설 때 서로가 보다 

깊은 관계를맺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GCVC 대표자들이 연구를활동으로바꾸기, 

기업봉사활동을통한지속가능한협력관계형성과사회혁신이라는

주제를가진포럼이나워크샵프레젠테이션을하는사람들로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열정을 GCVC 모임과 

세계 자원봉사 회의에 받칠 수 있었던 모든 GCVC 멤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14 년 8 월 18 일 이후로 IAVE 는 VSO 와 호주 적십자(Australian Red Cross), AVI, CUSO, 

FK 노르웨이(FK Norway), 국제연합봉사단(UN Volunteers), VSA 그리고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마지막 500 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500 일과 500 개의 길 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세계 교육(World Teach)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웹사이트(500ways.org)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그들의 활동이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포함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 한 활동들을 소개시켜줍니다.. 

IAVE 에는 아그네타나아리타(AgnettaNyalita)라는 케냐에서 온 젊은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500days, 500ways 라는 웹사이트에 소개 되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Click here) 

아그네타가 IAVE 와 함께 청년 자원봉사와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도와주고 있었는지 알리고 

싶으신가요? 저희에게 이야기를 보내주시면(Jessica@iave.org)여러분의 이야기를 500 

Days, 500 Ways 에서 널리 알려드릴게요! 

호주에서 열렸던 IAVE 세계 자원봉사 회의는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고 당연하게도 IAVE 의 국제 기업 

자원봉사회의 멤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전에 GCVC 의 모임에 참여했던사람들은  

UPS, Amway, Google, EDP, Pimco, HSBC, Samsung, 

Adobe, Intuit, Northrup Grumman, RBC (Royal Bank of 

Canada) and UBM (United Business Media.)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UPS 재단의 

대표이자 IAVE 의 새로운 기업 임원인 에드마르티네즈(Ed 

Martinez)가 처음으로 GCVC 의 대표로서 연 회의인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Martinez 의 GCVC 에 대한 

비전은 매우 야심적이며 시사하는바가컸고 GCVC 와 

IAVE 의 다른 계획들과의  깊은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은 본드대학교에서 열렸으며 IAVE 임원진들과의 

점심식사와 대학교 내에 위치한 호주 원주민들의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은 

제프 호프만 어소시에이트(Jeff Hoffman & Associates)의 

대표이사이자 디즈니의 국제관계부(Disney’s global 

community efforts)의 대표였던 Jeff Hoffman 이 

계몽적이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지난 30 년간의 

기업자원봉사활동에대한역사에대한이야기로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또한새로운세계대표인케일리베이트님과켄알렌, 

에드마르티네즈의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재해연구위원회에

대한이야기를들었습니다. 

GCVC:호주에서가르치기, 배우기그리고즐기기 
사라헤이스(Sarah Hayes), IAVE 국제기업자원봉사회의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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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원봉사 
디지털자원봉사(Digital 

Volunteering)는 

텔레포니카(Telefónica)와 브라질의 

비보재단(Vivo Foundation in Brazil)의 

지원을 받은 IAVE 의 

수석연구원인모니카갈리안도(Monica 

Galiano)가 쓴 신간입니다. 이 출판물은 

기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방식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책은 기술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변형시킨 

다양한 방식들과 자원봉사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그녀는 

인터넷과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적인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70 년대에 있었던 가상 

자원봉사 프로젝트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자원봉사 리더들과 

각각의 문화가 어떻게 디지털 소통에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논의합니다. 

모니카는 디지털의 발전이 전세계에 

있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바꿔놓았느냐와 어떻게 기술이 

창조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줬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IAVE 는 이 작업을 지난 2012 년 제 

22 회 런던 국제 회의 때부터 

지지해왔습니다.이아이디어는 이 기간 

중 디지털 자원봉사에 대한 원탁회의 때 

나왔습니다. 참석자로서는 샘 

존슨(뉴질랜드 

의용군),안헬솔라(Cibervoluntarios, 
Spai, 스페인 사이버봉사), 앨리엔스위니 

(그 당시모토롤라 재단 이사)와 라이다 

마나(IAVE 국제 청년 관계자)가 

있었습니다.이 원탁회의에서는 사람들을 

자원 봉사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의 사용법과 어떻게 하면 

디지털 격차를 뛰어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 책은 또한 

자원봉사와소셜액티비즘(social 
activism), 

지난 3 월 IAVE 지역 대표들에게는 

저희 E-IAVE 월간 소식지와 회원들을 

위하여 그들 각각 지역의 소식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이번달에 

저희는 지난 12 월 5 일 국제 

자원봉사 날 기념행사를포함한 

전세계에 있는 멤버들로부터 온 

다양한소식들이 있습니다.  

사이버엑티비즘(Cyberactivism),핵티비

즘(Hacktivism), 온라인 자원봉사, 

와이어아키(Wirearchy), 클라우드 

컴퓨팅, 인포뮤테이션(InfoMutation), 

레다르키(Redarchy)와 같이 오늘날 

디지털 소통과 연관된 다양한 재미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신간의 발표는 최근인 2014 년 12 월 

2 일에 브라질의상파울로에서블로거이자 

작가인베트칸터와블리베(Bliive)의 

설립자인로라나스칼피오네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어 버전 PDF 를 

Telefonica Viva 
Foundation 이나 Issuu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준비 

중이며 곧 출판된 예정입니다.  

유럽으로부터의 소식 

유럽 연합이 자원봉사 관계망 형성을 돕다. 

발다스 박사(Dr. Eugen Baldas), 독일 자선 협회 자원봉사 분야 

대표&IAVE  부대표이자 IAVE 지역 대표(유럽) 

최근 몇 년 사이 인재로 혹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참사들이 눈에 띄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도주의적인 기관들은 재해가 덮친 

지역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을 

거들고 싶어하며 유럽 연합 자원봉사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은 그러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관계망은 다른 국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기관들을 한데 모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유럽식 자원봉사의 기준을 마련하며 지역 기관들이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의 제도를 보완해줄 것입니다. 

각 지역의 

소식 



 

 

 

아프리카로부터의 소식 

전문가들이주제를가지고만나다: 아동복지의재정립: 2015 년이후의미래, 

포트루이스, 모리셔스(Port Louis, Mauritius) 

마헨드라나부스고파울(MahendranathBusgopaul), 마우리티우스헬리운동의사무총장&IAVE 

마우리티우스대표 
전문가들의 모임은 지난 2014 년 10 월 21 일 화요일모리셔스에 있는레라보울도나이스워터프론트 호텔에서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아동복지의 재정립:2015 년 이후의 미래. 

이 모임의 목적은 모리셔스의 지난수십년 간의 아동 복지와양육법에 관련된이슈들을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하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앞으로 시행할 청사진의 발표하는것이었습니다 . 

공식 착수 행사에는 양성평등과 청소년부의 장관이 모리셔스 정부의 아동 보육과 보호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비정부기구를 향한
지속적인 도움을 거듭 약속하였습다. 아프리카 지역의 보육 프로그램 대표인 에스더오코츠 또한

오프닝 연설 때, 아프리카 지역의 보다 안전한 보육을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5 명의 모리셔스의 아동복지와 연관된 정부, 비정부 활동가들이 이 전문가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핵심적인 주제들은 다음과같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복지이슈와역사그리고최근의협조자들 

 국가의어린이보육과보호시스템 

 인터넷안전과청소년들을위한온라인기반프로그램 

 건강한아이보육으로이끄는보육기술과프로그램 

 접근하기어려운지역과시골지역의아동복지를정착시키기위한세대적인접근 

청사진은 2015 년 1 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케냐의국제자원봉사의날기념행사 

튜스데이기추키박사(Dr. Tuesday 

Gichuki),아프리카평화봉사단대표자& IAVE 케냐대표 

2014 년 국제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나이로비무루쿠콰루벤 희망 센터(Mukuru Kwa Ruben Centre 

of HOPE)의 자원봉사 참여 기관 네트워크하의 21 개의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의 자원봉사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센터는 나이로비무루쿠콰루벤 슬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1 년에유럽연합집행위원회산하의인도주의원조와시민보호부는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시행될 유럽연합 

자원봉사관계망 형성 원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200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시험 사업들을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시범사업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리뷰와 연구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18,000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재해가 덮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결속력을 

표현하고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정보와 네트워킹의 날은 2015 년 1 월 23 일 브뤼셀에서 열릴 

것입니다.(웹스트리밍)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http://ec.europa.eu/echo/en/what/humanitarian-aid/eu-aid-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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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부터의 소식 

친목, 실무그룹이준비되다! 

데비후앙(Debbie Huang), IAVE 대만사무총장. 
지난 2011 년 제 13 회 IAVE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 만들어진 창원 협정(SEEDS)에 

근거하여 IAVE NR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다른 기관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간직되어 

왔습니다.지난번 호주에 있었던 제 23 회 IAVE 국제 자원봉사 회의& 청년회 때 마카오 

베트남 그리고 대만에서 온 참가기관들이 2015 년에 처음으로 시작될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자 모였습니다. 주된 주제는 대응 관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협력을하면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서로 이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소통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카오 자원봉사 협회(AVSM)가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태국 북부에 위치한도이파 

솜(DoiPhaSom)(도이파 산)을 방문한 뒤에 AVSM 은 이 마을의 수도 공급 시스템, 위생 

상태 그리고 시설들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이파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반시설을 개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 개의 NR, 

프라윈(Volunteer Spirit Network), 레오(AVSM), 그리고 데비후앙(IAVE 대만)등이보다 

자세한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점검을 위해서 2014 년 12 월 1 일에 출발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카오와 태국 베트남 그리고 대만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봉사를 

시작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오래도록 이어온 IAVE 

네트워크와의 친분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루쿠 지역으로도 알려진루벤 슬럼은 35 년 전에 사람들이 그들이 일했던 공장 근처에 임시로 집을 짓기 시작한 나이로비의 

산업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오늘날 이 지역은 600,000 명이 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1 평 남짓한 

물결문양의 철로 만들어진 판자로 된 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루쿠의 많은 빈곤가 거주자들은 빈곤가와 가까이에 위치한 생산 산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통해 야채나 과일 등을 팔거나 다양한 물건을 행상합니다. 벌이는 낮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다른 방식의 생존 법을 찾아보게 되고 그것이 매춘, 마약거래, 구걸 그리고 범죄행위입니다 

나이로비 빈곤가 지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주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화재입니다. 나이로비시소방청은,소방수가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접근로가 없는 계획 없이 만든 건축물들 때문에 

제대로 진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VIO 네트워크 구성원들, 지역사회 행정가들과 고위 공직자 그리고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무루쿠 빈곤가의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상객은 케냐 정부의 국무대신이자 노동부 장관의 안내를 받은주케나 호주 대사였습니다.  

이벤트의 주된 초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나이로비시소방청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참가자들은 또한 그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 계획의 일환으로 그 장소에 나무를 심었습니다.자원봉사 참여 기관 

네트워크는 최근에 협회로 등록을 하였으며, 케냐의 국가 자원봉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국회에 올려 보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노동부의 장관은 2015 년도 2 월까지 이 정책과 법령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8 E-IAVE | 2014 년 11-12 월 호

 

 

 

 

 

 

 

 

 

 

 

 

대만의국제자원봉사의날기념행사 

데비후앙(Debbie Huang), IAVE 대만사무총장. 

1985년 이후로 12월 5일은 국제 연합에 의해서 국제 

자원봉사의 날(IVD)로 선포되었습니다.대만의 건강 복지부에 

의해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의하면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원봉사 기록이 적혀 있는 책을 가지고 있으며 총 

자원봉사에 소요한 시간은2013년이 끝나기 전에 9천 9백만 

시간에 근접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그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 화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혁신 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자원봉사자들을 국가적으로기념하는 것은 해마다 있는 

국제 자원봉사의 날의 큰 축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앙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국제 자원봉사의 날에 축제를 열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기념하였습니다. 올해 타이페이시청은 

기업 자원봉사 분야를 추가하여, 18개의 기업과 사업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기념하였습니다. 많은 기업 자원봉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들의 기업에 시행하였습니다. 한 

기업은‘기업 자원봉사의 날’을 시행하여 그들의 사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격려 하였습니다. 다른 

기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하는데 무리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기업은 한 공원을 선정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다른 기업은 

노인과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모아 

기부하였습니다.그들 모두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며 

타이페이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오싱(Kaohsiung)시청은 대만 남부 자원봉사 스포츠 게임을 

주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오싱시의 

부시장인리용대는‘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방자치 사업과 시민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촉매제입니다.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수많은 기념할만한 활동들이 20개의 

국가와 타이완 시에 걸쳐서 벌여졌으며. 새롭게 IAVE 대만 

대표로 선정된친절한첸은‘자원봉사의 날을 더 촉진시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대만’이라는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미대륙으로부터의소식 

국립 2015 년자원봉사주(週)의주제. 
자원봉사캐나다(Volunteer Canada),캐나다대표 

2015 년 4 월 12 일부터 18 일은 국립자원봉사의 주(週/National Volunteer Week)이다. 이것은 또한 자원봉사캐나다가 12 년째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국립자원봉사의 주 라는 캠페인을 투자자그룹(Investors Group.)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호수에 던진 돌멩이 같은 것입니다: 그 효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와 동시에, 파문과 같은 자원봉사 노력은 

멀리 넓게 퍼져서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명백하게도 자원봉사활동은 훌륭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캐나다와 투자자그룹의 연구결과인 2013 년 자원봉사자보상연구(2013 Volunteer Recognition Study)에 의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진심이 담긴 감사인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기여한 활동을 강조한 글이던지 아니면 

개개인에게 맞춰진 조그마한 동전이던지간에, 형식적인 것과 진실된 감사인사는 차이를 만듭니다. 

캐나다의 1330 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기념하기 위해 NVM 2015  « 자원봉사자들은 물결효과의 일부분이다 »라는 캠페인을 

통하여 자원봉사캐나다 온라인 기념품점은 돌멩이를 선보일 것이다. 캐나다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그들에게 돌로된 동전을 

줌으로서기념하고 싶어합니다. 각각의 돌은 한쪽면에« 자원봉사자의»이라는 메시지가 새겨질 것입니다.  

같은 모양을 가진 2 개의 돌은 없듯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고유합니다. 이것이 돌의 한쪽면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쓰기 위해 비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름, 강렬한 문구, 혹은 짧은 감사인사가 개개인의 자원봉사자들을 알아주기 위해서 추가될 수있습니다.NVM 2015 

소식을놓치지마세요(Stay t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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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뉴스레터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한진희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랍지역으로부터의 소식 

오만(Oman) 암 센터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파트리시아납티 박사(Dr. Patricia Nabti), 
자원봉사 협회의 설립자이자 대표& IAVE 지역 

대표(아랍 지역) 

오만 암 학회는 지난 2002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04 년 

5 월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암으로부터 

생존한유타 알 라와히(Yuthar Al-Rawahi)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회의 주된 목표는이 기관의 존재의 원인이암에 대한 

관심을 널리 알리는 것인 만큼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검사는 조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것은 보다 좋은 예후와완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만 암 학회는 암에대한관심을높이고오만지역사회에암의 

위험성과원인에대한교육을하며환자들에게그들의현재상황과

상관없이힘을주며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암환자들과 일하는 분들과 암의 

발생원인과 앞선치료법을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가들을 

도와줍니다. 오만 암 학회는 또한 암 관련 고문과 홍보대사를 

발전시키는것과 관련된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오만 암 학회는 지난 2009 년 11 월부터 11,000 개가 

넘는유방조영상을찍어낸그들이가지고있는이동식유방조영술

기구를이용한중요한검사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습니다. 

지난 2011 년 1 월이학회는또다르알하난(Dar Al 
Hannan)이라는것을열었습니다 

이것은 15 세미만이며암을가지고있으며무스캇(Muscat)시밖

에살고있고외래적인치료를받아야하는아이들을대상으로한것

입니다. 이것은 16 명가족이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공간과병원까지의셔틀서비스를제공해줍니다. 

 

프로젝트와자원봉사자와의관련성 

감독관이나 운전수와 같은 관리자팀과 다알하난의 

간호사들을 빼고 오만 암학회와 일하는 사람 모두는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 암 학회의 

자원봉사자들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오만 암 학회에는 

본부에서 1 년 내내 1 달에 몇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여 

무료임상가슴시험을 제공해주며, 1 주일중 며칠간 저녁시간을 

내어서 유방조영상 사진을 분석해주는 봉사를 하는 

방사선촬영 기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로는 암 학회가 필요할 때, 특히 

시위행진을 할 때 도와주는 그래픽디자이너들과, 사진사들 

소셜미디어전문가들 등이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암 

생존자거나 직간접적으로 질환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이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상근직을 가진 전문가들과 주부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국내 혹은 해외에 거주하기도 하며 오만 

암 학회의 10 월 캠페인을 위해서 일하거나 즉흥적인 

홍보이벤트를 도와주거나 사람들이 오만암학회의 

연례시위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우리의 

곰을안자(Hug-A-Bear)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등 다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르알하난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주며 목마를 태워주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다르알하난기 숙사를“ 집밖의집” 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끝도 없습니다. 오만 암 학회와 

자원봉사자들간의 관련성은 오만 암 학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와 이사진이(모두무급, 즉 봉사적인직책)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엔진이라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연료입니다. 명확하게도 자원봉사자들의 질은 

기관전체의 효율성과 효과를 결정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