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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 Holly Ransom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8차 세계청소년자원봉사회의에 기조연설

2012년 최연소 국제로타리총재로 선임된 Holly Ransom씨는 정규 경제법 학생으로 대중연설 컨설턴
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설립 업무를 하고 있음.
1년 전, 그녀가 22명의 케냐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미소금융 프로
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던 케냐를 여행하였다 .
그녀가 올해의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세계자원봉사자회의 개최 직전인 9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호주 골드코스트(Gold Coast)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협의회 8차 세계청소년 자원봉사자회의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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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설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는 ‘큰 그림사고’로 유명하며 또한 오늘날 지도층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오게 하는 과제 전력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인간의 기술과 자본만이 전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특히 젊은 자원봉사자의 재능, 역량, 능
력 등으로 오늘날 자원봉사자 활동 중에 리더들이 직면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특히 해결하는 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참가자들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2년 Holly는 ‘올해의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인’과 ‘올해의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지명되었다.
또한,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청소년 사업가 연맹 정상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상에 의하여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소년 정상회의의 의장
으로 선임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 20여 지역에서의 발표자들에 의하여 청소년 회의에 합류되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영국, 콜롬비아, 대만, 필리핀,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부터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들은 넓은 범위의 주제 즉, 재난과 응급관리, 
기술, 정부와 법인과의 동반자 관계, 과제관리 그리고 사회적 혁신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할 것이다. 
회의 대표들 또한 자원봉사 해변/ 육지 복원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초대 받을 것이다.
청소년 회의와 세계회의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www.iave2014.org를 접속하기 바
란다.

자원봉사와 사회동원에 대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음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남미법인자원봉사 네트워크(Red/e-IAVE)는 초연결 문제, 네트워킹, 인터넷 
행동주의와 연대의 표시로서 동원과 자원 봉사의 새로운 모델에서의 그들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자
원봉사와 사회동원에 대한 기술적 영향에 대하여 브라질의 Telefonica Vivo Foundation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예: 현재 우리는 더 나은 자원봉사자인가?,  관대하게 되는 것이 쉬운가? 우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보다 많아지고 나아진 행동을 하는가? 연결성이 우리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는지?

'Digital volunteering‘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귀하의 의견은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비전을 보완하는 데 매우 소중할 것이다. 이 토론에 답하거
나 의견을 더하고 싶으시면 우선 여기를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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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 것 -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국제기업자원봉사’에 대한 수상자 추천 진행 중

현재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국제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상과 고무적인 사례에 대한 신청 접수중!
국제기업들은 http://iave.org/content/iaves-global-corporate-volunteering-awards에 지원하도록 격
려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5월 12일이다.

2차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아랍국가 회원국들의 ‘지역봉사협회’ 사진 배포

사진작가 수고에 의하여 오만의 Muscat에서 2013년 1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루어진 2차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아랍국가 회원국들의 자원봉사협회의 성공적인 행사를 촬영한 하이라이트 
사진 모음집을 배포합니다. 사진을 보고자 할 경우 다음 
링크(https://www.facebook.com/media/set/?set=a.663966973643284.1073741830.26925920644739
8&type=3)를 클릭하십시오.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원 소식

글로벌기업자원봉사자문회의 구성원의 소개: Standard Chartered Bank

[배경정보를 제공한 Standard Chartered Bank의 Ai Nakagawa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기사
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기업자원봉사자문회의의 관리를 맡고 계신 Sarah Hayes씨에 의하여 
제공되었음]

HIV, AIDS와 같이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왔거나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진행을 위협했던 위기
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이 시작한 이래, 약 7천5백만명이 HIV에 감염되어 그중 약 3천6백
만명이 AIDS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오늘날 이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AIDS로 죽어가고 있으며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의 이용증가로 인하여 바이러스 영향의 중요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AIDS는 2012년에 160만명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세계에서 6번째
로 큰 사망원인이다. 현재 약 3천5백만명이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 6천명 이상이 이 바
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Bank는 그들의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고객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행복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동적인 몇몇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HIV와 AIDS가 은행 직원, 고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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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속한 지역사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심각성, 충격 그리고 황폐에 대한 직접적
인 사업적 대응으로써, 은행은 행동을 취하여 1999년 ‘HIV와 같이 살기운동’을 시작하였다. 
은행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초석을 이루는 것은 방지, 실질적인 인지 그리고 행동변화에 대한 집중이
다. 은행은 정보와 교육을 통하여 알게되는 것, 의식함, 사실의 파악, 위험의 이해와 보다 안전한 행
동의 채택의 도움으로 우선 감염되는 것을 피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HIV에 양성일 경우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믿는다. 또한 의식하는 것은  공포, 차별 그리고 낙인을 통하여 바이러스
를 가속화시키는 오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보완하면서, 은행은 또한 그들의 HIV와 AIDS 
대처절차의 소개를 통하여 직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데 시선을 돌린다. 이것들은 차별없는 / 비공개
의 환경을 보장하고 또한 비밀검사와 필요한 곳에서의 무료치료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비록 영업장을 중점으로 시작하였지만, 은행은 2006년 Clinton Global Initiative와의 약속의 한 부분
으로서 그들의 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는 선구적인 결정을 하였다.
몇 년동안 은행의 교육은 백만명 이상과 접촉하면서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 학교, 감옥, 
고산족 마을 그리고 경찰대학들과 공유하여 왔다.
 변함없는 헌신, 열정 그리고 Standard Chartered Bank에서의 직원의 변함없는 책무, 열정 그리고 헌
신과 HIV 방지교육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훈련된 ‘HIV Champion과 함께 사는 것’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하지 않다.
현재 2014년에는, 은행은 HIV와 AIDS에 대한 회사의 대응의 리더쉽과 책무에 있어서의 이정표로 
특징지어지는 ‘HIV와 함께 살기’ 프로그램의 15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중대하며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 이슈를 제기하는 연민과 기꺼움과 
함께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선행을 위하여 여기에’라는 Standard Chartered Bank의 대표적인 약속에 대한 실행의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https://www.sc.com/en/sustainability/investing-in-communities/living-with-hiv.html
에서 Standard Chartered Bank의 ‘HIV와 함께 살기 프로그램’에 대한 video를 볼 수 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나이지리아 지부 ‘국가적 선행의 날’ 축하

[이 기사에 대하여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나이지리아 국가 대표인 Elezuo O. Elezuo씨에게 감사]

세계자원봉사협의회 나이지리아 지부는 2014년 3월 9일 2014년 국가적 좋은 행동의 날을 기념하고 
참가하기위하여 세계각지의 수백만 명과 합류하였다. 우리는 감성적인 청취자를 위하여 한 주 내내 
이루어진 동 프로그램에 대한 Vision Africa 방송국의 발표와 함께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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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 나이지
리아 지부는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이지리아의 Abia주 Umuahia의 미학을 개선하게 되는 
행동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은 국가적 좋은 행동의 날을 위
하여 우리가 착수하기로 결정한 환경적인 위생시설활동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은 나이지리아의 Abia주 Umuahia의 정부청사 지역내에 있는 도로와 Abia
주 방송사의 주변지역을 청소하였다.
회원들은 건너편의 폐쇄된 배수 수로를 열어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똑같이 청소를 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좋은 일을 수행할 필요성과 자원봉사에 대하
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세계자원봉사협의회 나이지리아 지부의 집행부는 3월 12일 자원 봉
사 단체로서의 세계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하여 보다 설명할 수 있는 현장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나이
지리아의 Abia주 방송국의 초대를 받았다.

국가 대표의 주목 사항: 홍콩 자원봉사 기구

[이 기사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 국가대표들에 대한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Ramona Dragomir씨에 의하
여 준비되었는데, 그는 루마니아 출신의 Atlas Corps Fellow로서 우리와 함께 해온 Network 
Development의 관리자이다]

자원봉사의 실행, 홍보 및 발전에 대한 리더쉽 단체의 좋은 예로서 이번달에 우리는 홍콩에 있는 세
계자원봉사협의회의 국가대표의 노력을 조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최고경영자인 Ms. Flora Chung가 대표로 있는 자원봉사 서비스의 기구를 언급하고 있다.
Ms. Chung은 “자원봉사서비스기구는 1970년에 설립되었는데, 사회를 돌보는 운동을 구축하기 위하
여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정신의 촉진과 개발을 선도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에 헌신하는 자선의 
성격을 갖는 비영리단체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동기부여, 동원, 촉진을 하고 있다.
“고 그녀가 이끌고 있는 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홍콩에서 자원봉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서비스기구는 자원봉사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나는 자원봉사자, 나는 살아 있다.”라는 표어를 사용하여왔다.

자원봉사서비스기구는 40명의 상근자와 8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팀을 구성하여 아래의 프로그램영역
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즉, 자원봉사자와 서비스기구들의 수요를 조화시키는 것, 자원봉사의 좋은 
선례와 우수함에 대한 홍보, 자원봉사자의 인식과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형성과 자원봉사자의 교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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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홍콩지부의 회원이자 대표자의 위치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원봉사자사회에서 오
랫동안 지도자이며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지원자로서의 신망이 두터운 Ms. Jung은 “나의 접촉네
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자원봉사자사회에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
록 되었다. 홍콩에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의 인식을 촉진하고 구성하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가
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 국가대표로서 얻어온 여러 혜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나의 
상대자들과 자원봉사의 발전에 대한 생각, 경험, 도전, 기회와 성과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 이외에 Ms. Jung은 세계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 국가대표로서의 역할 속에서 
가끔 적절한 시간, 에너지와 자원을 세계자원봉사협의회에 할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
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기반이 증대되기를 기원하였다.
Ms. Jung은 “나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와 자원봉사자자신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의
하여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였다. 과거 10년동안 홍콩에서의 자원봉사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며 그
리고 나에게 성취감과 만족을 준다.”고 고백하면서 홍콩에서의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는 시간을 내어 우리들과 그녀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
다. 자원봉사서비스기구와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하여는 반드시 
www.avs.org.hk을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자원봉사 단체의 소식
국제 청소년 봉사의 날’에 대한 프로젝트 등록

4월 11일- 13일 국제청소년 봉사의 날에 참가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하의 프로젝트를 
www.gvsd.org에 등록할 수 있다.
4월 9일 현재 110국가에서 1918건을 등록하고 있다. 놓치지 말고 프로젝트를 등록 할 수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의 ‘국제시민행동의 날’에 참여

[이기사는 세계시민단체연합의 우리 동료로부터 나온 것임. 시민참여를 위한 세계연맹은 
Johannesburg에 본부를 두고 시민약속의 조건을 옹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세
계자원봉사협의회와 세계시민단체연합은 과거에 서로 밀접하게 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기꺼이 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귀하의 생각에 힘을 실어 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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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간과 표현의 자유, 연관과 집회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국제적인 캠페인의 일환으
로서, 우리는 ‘국제시민행동의 날’을 조정할 것이다.
귀하께서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세계각지의 여러 국가에서 시민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에서 나오고 있다. 즉,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을 주는 입법행위, 시민사회나 인권운동가에 대한 감시, 증가되는 복잡한 제한 절차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결성이나 자금제공의 제한하고 있음.
계획은 2014년 6월 7일 동일한 날에 전 세계적으로 일련의 행사를 가지는 것이다. 참가단체는 그들
이 행인에게 최대한 그들을 알릴 수 있는 도시나 마을의 유명한 공간에 모일 것이다.  
단체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 당신은 말을 하는 것, 조직을 결성하는 것, 행동에서 자유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길거리에서 개인들에게 촉구할 것이다. 개인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답을 붙이도
록 요청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주최자들은 게시판을 잡고 있는 개인들의 사진을 촬영할 것이다. 사진
은 온라인상으로 업로드될 것이며 hash tag #Be TheChange('#' 뒤에 특정단어를 넣어 그 주제에 대
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을 사용한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을 통하여 공유될 것이다.
개인들에게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조직을 결성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이와 같은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는 지를 설명하는 광고지가 제공될 것이
다. 이와 같은 권리와 그 권리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을 높힘으로써만, 우리는 그들이 보호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국제시민행동의 날은 제한적인 정부의 입법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 모든 국
가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표현,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 국제시민행
동의 날은 축하의 날이 될 것이다.
이 행동의 이유는 그것이 단순하며 시민공간과 시민자유의 문제 주변에 있는 개인들과 직접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모든 자료는 번역이 될 것이며 그 idea는 쉽게 반복 가능하게 되는 데 이것으로 인하
여 우리가 세계 각지의 많은 국가의 대중구성원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
게 될 것이다.
다른 잠재적인 활동은 선택적이나 시민사회, 시민공간 또는 시민행동의 중요성, 행진이나 데모, 청원
(on line상 또는 off line상), 또는 시민행동에 대한 영화화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대중 연설가를 행
사에 초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참가가 귀하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 지

   - 그것은 귀하에게 표현, 결사 그리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국제적 행사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귀하의 조직은 매스컴의 보도, 소셜미디어, 캠페인 촉진을 통하여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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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은 시민행동을 고무하고 축하하며 그리고 시민 공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와준다.-조직하고, 연설하며 행동하는 조직과 개인의 능력

귀하가 할 수 있는 것

    - bethechange@civicus.org로 이메일을 보내어 귀하가 우리의 국제시민행동의 날의 참
      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향후 몇 주 이내에 우리는 귀하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행사의 등록, 우리의 도구모음 프로그
램을 다운로드, 6월 7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우리의 온라인 플랫폼인 www.youcanbethechange.com에 로그인하고 귀하의 이
       야기를 공유하고 세계 각지의 다른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국제시민행동의 날에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몇 몇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다!

의사 결정전에 다른 질문과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bethechange@civicus.ogr로 접촉하면 질
문에 답할 것이다.

마지막 말

이박사의 중국방문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총재 이강현 박사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를 대표하여 중국과 남서아시아를 거치
는 주요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그가 중국 Shenzhen방문에 대하여 말해야만 하는 것
이 있다. 즉,
“ Guanzhou, Zhonshan 그리고 Shenzhen의 도시방문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 Shenzhen은 1400만의 인구를 가진 신설도시이다. 그 도시는 매우 깨끗하고 나무에 둘러 쌓여 있다.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매우 친절하다. 1989년 중국의 이 도시에서 최초 자원봉사자센터가 설립되었
으며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창구로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음식을 매우 좋
아한다.“
“나는 자원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Shenzhen공산당 청소년동맹의 의장을 만났다. 그는 국제적인 
자원봉사의 확장과 국제적인 자원봉사자 단체와의 유대를 원하고 있었다.  
Shenzhen 자원봉사연맹은 거의 백만 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원탁회의석상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의 리더들은 자원봉사의 현재 추세, 특히 국제자원봉사와 재
해 자원봉사에 대하여 열심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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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자원봉사기구를 방문한 후에 강의와 원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유일하게 불편한 것은 
해당 일정 하루 전에 스케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방문하려는 장소와 내가 무엇을 하여
야할 지를 모른다. 아직,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본 뉴스레터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손연호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