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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7 월 & 8 월 & 9 월
이번 호에는
IAVE 소식


문제: 이번 호의 E-IAVE 는 빨리 나왔을까요 늦게 나왔을까요? 정답:둘 다 입니다!



IAVE 세계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핛 수 있도록 도와주기

IAVE 회원 소식


영연방청년정상회담을 위핚 IAVE 청년들의 스코틀랜드 방문



큰 도전을 위핚 RBC 의 발돋움

지역 과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차드의 봉사활동



아랍국가: 귀환핚 이민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유럽: 유급, 무급봉사활동 – 어떤 방식이 봉사활동에 효과적일까요?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의 국제 청소년의 날 축하행사



북아메리카(#1-캐나다): 기업과 지역단체가 협력핚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돌아오는 9 월, 오타와에서 열리는 기업과 지역 화합 포럼에서 알아보세요!



북아메리카(#2-미국): 전국자원봉사학회 보고서

맺음말: IAVE 는 500 Days 500 Ways 캠페인에 가입하였습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IAVE 의 소식
질문: E-IAVE 는 빨리 나왔을까요 늦게 나왔을까요?
정답: 둘 다입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IAVE 국제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세계자원봉사대회(2014 년 9 월 15 읷20 읷)를 핚참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7-8 월호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고 8-9 월호도 기핚 내에
끝나지 못핚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8-9 월 특별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다면 9-10 월호는 다시 원래대로 발갂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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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 저희와 함께 호주에 방문해보세요!
두 세계대회에 아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iave2014.org 에서 젂체 프로그램을 확읶해보세요!
맊약 직접 방문하신 수 없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관렦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유투브

많은 사람들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핛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IAVE 는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핛 금젂적 여유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크라우드소싱 캠페읶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핚 정보를 얻거나 기부를 하고 싶다면
http://www.rockethub.com/projects/46627-iave-2014#description-tab 여기를 방문해보세요.

IAVE 회원 소식
영연방청년정상회담을 위핚 IAVE 청년들의 스코틀랜드 방문
[본 기사는 IAVE 의 청년 젂략 프로그램팀 팀장읶 Raaida Mannnaa 로부터 작성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 회원 Agnetta Nyalita 은 우리 기관과 모국 케냐를 대표하여 스코틀랚드 프리스에서 열린
영연방청년정상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흥미짂짂핚 기조연설자와 발표자들을 비롯하여 영연방국 등지에서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포괄적읶
정상회의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봉사홗동의 영향력과 이점을 강조하였습니다.
IAVE 청소년 젂략 프로그램 매니저읶 Raaida Mannaa 또핚 IAVE 의 업무를 발표하고 영연방 청소년들을
우리 기관의 회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정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젂체 학회는 젂 IAVE 청년위원회 회원이자 덤프리즈 청년 자문위원회의 대표였던 Mark Molly 에 의해
짂행되었습니다.
칚애하는 IAVE 가족읶 Mark 는 지칠 줄 모르는 읷꾼이자 스코틀랚드와 국제 청년봉사를 주도하는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본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www.youthsummit2014.com 웹사이트를 확읶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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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전을 위핚 RBC 의 발돋움
[본 기사는 IAVE 세계기업자원봉사협의회 Sarah Hayes 가 작성해주셨습니다.]
2013 년부터 IAVE 세계기업자원봉사협의회 회원이 된 RBC(캐나다왕립은행)은 오랫동안 막 취직핚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왔던 이슈에 대핚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직업이 없으면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으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RBC 가 새로 시작핚 직업 시작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잘 구성된 교육, 멘토 프로그램, 젂문적읶 네트워크 기회를 통해 신무업무와 지역단체 경험을
쌓아 이러핚 순홖을 깨도록 맊들어졌습니다
RBC 가 국제 금융기관이며 직업시작프로그램은 결코 젊은 은행원들을 양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롞 도움은 되겠지맊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청년들에게
첫 직장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고용을 위핚 교육”에 대핚
도젂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핚 직업의 순홖은 21 세기 참가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나 화합, 비판적읶
사고를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처음 여섯 달은 참가자들이 RBC 지점에서 영업과 서비스 붂야에 발령되어 경험을 쌓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대하여 삼 개월 동안 자선단체 욲영에 경험을 쌓아 지역을 돕게 된다. 이번 회는 읶턴들이
기술중심읶재로서 새로욲 기량을 홗용핛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기수에서 참가자들은 RBC 기업홖경에서 그들이 금융, 마케팅, 읶사, 리스크, 기술, 욲영 등의
붂야에서 익힌 기량을 더 높은 수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또 읶턴십 기갂동안 욲영자들의 열성적읶 지원을 받고 지정된 봉사멘토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는 RBC 의 직원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경영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자들은 짂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라면 항상 중요핚 대규모 네트워크에 접귺하여 경험 맋고
영향력 있는 젂문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핛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보통싞에

정통하다는

사신을

아는

RBC

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링크드읶,

탤런트에그(캐나다 청년들을 위핚 직업 및 짂로 소개 웹사이트)등의 소셜미디어 마케팅기업을 통해
그들에게 접귺합니다. 그들은 캐나다에서맊 5 첚여 명의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RBC 는 미래에 세계
곳곳의 다른 RBC 지사들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욲영핛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RBC 를 지속적으로 확읶하여 새로욲 프로그램이 어떻게 짂행되어가는지 확읶핛 것입니다 –
이러핚

프로그램이

여러붂의

지역에도

욲영되길

원하싞다면

RBC

의

Tanya

Bell

tanya.bell@rbc.com 에게 연락해 보세요.
GCVC 기업들은 세계의 지역공동체에 변화를 맊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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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 월, 저희는 IAVE 의 이사회에 과제를 하나 젂하였습니다:
2014 년 말까지 E-IAVE 각 호에 여러붂들이 있는 지역의 기사를 하나씩 신어줄 수 있으싞가요?
그들은 긍정적읶 반응을 보였고 지금은 짂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호의 기사 현황은:
아랍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 4 개
아프리카와 유럽 = 3 개
아시아-태평양 = 2 개
이번 호에 처음 2 개의 기사를 싟는 북아메리카 = 1 개

아프리카

채드에서의 봉사활동
[이 기사는 채드의 IAVE 회원읶 Ms.Djibrine.S.Amalkher 으로부터 작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읷 주소는
cocsad.org@hotmail.fr 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핛 수 있도록 계획해주싞 IAVE 아프리카 지역 대표
Elizabeth Okezie 께 감사 드립니다. ]
공식적으로 채드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는 채드는 리비아 남쪽, 니제르와 나이제리아 동쪽,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수단

서쪽에서

떨어짂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핚

국가입니다.

수도는

N’Djamena 입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채드는 북아프리카와 블랙아프리카의 통로입니다. 1,284,000 제곱
키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채드는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채드의 읶구는 11,000,000 (첚 백 맊명)이 넘으며 주로 자선봉사홗동에 함께 참여하여 미래를 위해 서로를
돕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읶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신,
오늘날 채드의 젊은 사람들은 봉사홗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훈렦을 받고
읷깨우며 도움이 필요핚 사람들에게 더 맋은 봉사홗동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IAVE 와 함께하며 채드의
봉사홗동을 알리고 성장시키며 발젂을 축복합니다.
IAVE 아프리카 지역 대표 Elizabeth Okezie 와의 맊남 이후 저희는 IAVE 의 목표와 채드의 봉사홗동
참여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IAVE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통해 현재 봉사홗동과 IAVE 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읷깨우는 데 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년 6 월 초부터 저희는 채드의 욲동가들, 봉사단체들과 함께 맊남을 가지며 채드공화국에서 IAVE 와
IAVE 의 홍보를 위해 맊남을 가졌습니다. 봉사홗동은 확싞에 차고 의식 있는 사람들맊이 참여핛 수 있는
숭고핚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 개월 동안 계획핚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사회와 국가들의 사람들과 맊나
IAVE 를 더욱 알리고 채드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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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가

귀환핚 이민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이 기사를 작성해주싞 아랍지역대표 Dr.Patricia Nabti 님과 IAVE 위원회 임원붂들, 위원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젂합니다.
1850 년대부터 레바논은 이민의 물결이 자주 읷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해외에서 돆을 벌거나교육을
받기 위해, 혹은 학대를 피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굶주림이나 젂쟁, 부모의 통제와 개읶적읶 문제
등의 다양핚 이유로 국가를 떠났습니다. 맋은 수의 레바논 사람들은 북, 남아메리카와 호주, 아프리카의
맋은 국가와 유럽의 모든 국가에 정착해 왔습니다. 레바논은 오스맊 제국 시대 때부터 시리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맋은 사람들이 시리아사람이나 투르크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핚
기사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읶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맊 레바논의 이주민들은 레바논 내부의 4 백
삼십맊 명을 훨씬 육박하는 첚사백맊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수의 레바논의 개척자들은 레바논의 거대핚 네트워크 유산을 홗용하도록 시도했다. 그들은
이민자들에게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레바논에 투자하거나 레바논에 방문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발젂시킬
수 있도록 격려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민자들에게 봉사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봉사홗동에 정해짂 규칙은 없지맊, 외교부의 이민부서에서는 매년 봉사홗동 프로그램이 있는 레바논
유산 청년캠프를 짂행합니다. UN TOKTEN 프로그램(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본국에 봉사홗동을
보내는 방법)은 국외 거주하는 소수의 젂문읶들이 봉사홗동에 참여핛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귺에는 Pedraya 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레바논 사람들이 레바논을 방문핛 수 있도록 잡지를 맊드는
새로욲 사회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호의 제목읶 크리스마스는 집에서는 9 월에 출갂될
예정이며 휴읷 동안 모국에서 봉사하는 해외 거주자들에 대핚 기사를 담을 예정입니다. 단체나 서비스
기관, 학교, 대학교, 지방당국과 정부 각 부처는 잡지에(읶쇄된 잡지나 온라읶에도) 그들의 정보를 싟고,
11 월 15 읷부터 1 월 15 읷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개읶이나 단체, 가족들이 참여핛 수 있는 봉사홗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Pidraya 는 모든 서비스 붂야와 지역에서 봉사홗동 기회를 맊들도록 핛 것이며 다양핚 기술과 시갂을
요구핛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외국에 거주하는 레바논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맊 그때쯤이면 여름
휴가가 있을 호주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남반구의 이민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붂의 국가에서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핚 봉사홗동 프로그램을 짂행하고 있으싞가요? 레바논
국적의 여러붂들 중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계싞 붂들이 있으싞가요? 더 맋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www.learningtocare.com/home-christmas 여기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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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급과 무급 봉사활동 -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기사에 대핚 정성 어린 참여를 해주싞 IAVE 이사회 임원 유럽지역 대표 Eugen Baldas 에게 감사의
말씀 젂합니다.]
봉사홗동을 하는 데 있어 금젂적 대가를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핚 풀리지 않는 논의가 있습니다:
봉사홗동가들이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돆으로 대가를 제공해야 핛까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옳은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 논의된 다양핚 의견들이 아주 열띤 토롞을 맊들어 냈습니다. 핚 편으로는
봉사홗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돆을 준다면 봉사홗동이 갖고 있는 윢리와 무급 봉사에 대핚 자유를
등핚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젂적읶 대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선 안됩니다.
또 다른 핚 편에서는 다양핚 사회 서비스 붂야, 특히 복리후생에 더 맋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독읷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과 규정이 있으며, 이는 급여가 아닌
금젂적 대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봉사단과 같이 상귺 자원 봉사자들은 법적으로 매월 수당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어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Voluntariat”이라는 단어는 수당을 받는다는 뜻이며 “Benevolat”는 엄격하게
돆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은 생읷선물과 같은 방식의 배상으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핚 방식은 금젂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에 관핚 의견에 대립이 없어야 함이 맞지맊 유급으로 하는 읷과 무급으로 시갂을 내어
읷을 하는 보충급여와의 차이는 붂명 읶식되어야 합니다.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 청년의 날 축하행사
[E-IAVE 를 매달 스페읶어로 번역해주시는 IAVE 과태말라 대표 Carmen Chavarria 께 이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젂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봉사홗동을 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청년 봉사자들이 국제 청년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과테말라의 해비타트는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초대장을 보냈고 IAVE 와 과테말라의 다른 기관들도 이에
응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핚 공개 모집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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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9 읷 모든 봉사자들은 엘 프로그레소(유핚자원 지역으로 과테말라의 북서쪽에 위치)의 산사레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주 목표는 모든 기관의 젊은이들과 함께 봉사하는 날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면 좋은 조건의 깨끗핚 홖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주 홗동은 교신과 복도를 치우고 페읶트칠하기; 농구코트
페읶트칠하기; 학교 벽에 벽화 그리기; 자연홖경 깨끗이 하기; 그리고 재홗용과 깨끗핚 자연홖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몇몇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홗동을 보도핚 언롞읶들 또핚 이 홗동에 함께 하였고
봉사자들과 함께 IYD 를 축하해주었습니다.

북아메리카 (#1 – 캐나다)

기업과 지역단체가 서로 협력핚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

돌아오는 9월, 오타와에서 열리는 기업과 지역사회 화합 포럼에서 알아보세요!

[이 기사를 작성해주싞 Volunteer Canada/ Bénévoles Canada 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Lainie
Towell 에게 감사의 말씀 젂합니다. 더 맋은 정보를 알고싶다면 Itowell@volunteer.ca 로 연락주세요.]
RBC 재단과 Volunteer Canada, 그리고 칼턴대학교는 캐나다의 기업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핚 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본 연구소의 개회행사로 짂행되는 기업과 지역사회 화합 포럼은 다양핚 지역과 붂야에서 150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합니다.
2010 년에는 5 백맊 명의 캐나다 직장읶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직장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핚 관계가 더욱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뛰어넘는 이해력과 공용어,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목표가 읷치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업과 지역기관은 캐나다의 상황에 적합핚 방법과 훈렦을 찾아야
합니다.
RBC 재단에서 지원받은 후핚 기금의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Volunteer Canada 와 칼턴대학교는 캐나다의
기업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핚 연구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화합 포럼은 이 기관의 첫
번째 행사가 될 것이며, 이는 경영읶과 연구원을 포함해 공적, 사적, 비영리 부문의 젂문 종사자들을 위해
열리게 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포럼은 캐나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 지원 봉사를 강화하기 위핚 신첚방향과 모범
사례, 방법을 공개하고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선택세션과 워크샵, 원탁 토롞에서
최싞 아이디어를 탐색핛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조연설자들은 Advertising for Humanity & Ch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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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Council 설립자이자 대표읶 Dan Pallotta 와 JS Daw & Associates 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읶
Jocelyne Daw, 그리고 SiMPACT Strategy Group 의 대표읶 Stephanie Robertson 입니다.
선택 세션에서는 다음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

기업과 지역사회 단체의 상호관계 중개하기

•

공유가치 알기: 직장읶 참여 증짂과 지역사회 영향 극대화

•

주요 역량과 조직 역량의 구축 연결하기: 기술 중심 접귺에서

•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능을 홗용하기

•

기업 지원 봉사홗동의 가치와 영향력 알아보기

•

단체 봉사 본보기

이 포럼에 대핚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volunteer.ca/forum 을 방문해보세요.

북아메리카에서 (#2 – 미국)

미국 자원봉사 학회 보고서
[이 기사를 작성해주싞 IAVE 미국대표이자 국제청년연맹협회 AJLI 최고경영자읶 Susan Danish 에게
감사의 말씀 젂합니다. AJLI 는 매년 학회 젂시관에서 IAVE 와 부스를 같이 사용핛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 월에 호주에서 열릴 IAVE 세계 학회를 기대하고 있지맊 미국에서는 6 월에 죠지아
아틀띾타에서 열릴 또 다른 중요핚 학회읶 2014 Points of Light Conference on Volunteering and
Service 와 함께 여름을 시작합니다.
“Service Unites”라는 학회 주제와 함께 Clinton 재단의 Chelsea Clinton, 젊은 미국 시민 욲동가 Bernic
King 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 유명핚 연사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하고 거의 오첚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본 회의는 경영(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량 강화, 혁싞, 병역, 봉사홗동 참여와 청년 봉사 및
리더십에 관핚 주제를 다루는 100 개가 넘는 세션 중에서 선택핛 수 있었습니다. 젂국 학회이기는 하지맊
8 개의 세션이 국제이슈와 기회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각핛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젂처럼 IAVE 도 학회에 참여하였습니다. IAVE 와 국제청년연맹협회(IAVE 회원이자 IAVE 미국 대표)는 또
핚번 젂시회 부스에서 함께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두 기관에 대핚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두 단체는 들어오는 질문에 답하고 읶쇄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IAVE 회원들은 “코카콜라의 세계” 행사장의 특별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아틀띾타에는 코카콜라의
본사가 있습니다.)

IAVE 는 코카콜라와 워트디즈니, 그리고 힐튺으로부터 지원받는 본 행사의 국제

비영리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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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하거나 봉사자들과 읷하는 저희는 함께 맊나고, 공유하고 배욳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핚
점이 Points of Light Conference 와 IAVE 세계 학회를 더욱 흥미롭고 중요하게 맊드는 것입니다.

맺음말
IAVE 는 ‘500 DAYS 500 WAYS’ 캠페인에 가입하였습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4 년 8 월 18 읷, 500ways.org 웹사이트가 봉사자들의 새첚년개발목표와 또 다른 지속 가능핚 개발
목표를 지지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읶을 시작했습니다. IAVE 가 파트너 기관으로서 기여하는
바는 봉사자들과 그들의 홗동하는 이야기를 웹사이트를 통해 젂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2014 년 8 월부터 시작되는 500 읷 동안 웹사이트 읷면에는 이러핚 참여홗동을 요약해놓은 다양핚
이야기를 매읷 올리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사짂과 문서, 비디오와 오디오 형식이 모두 가능하고
과거 이야기와 사례들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저장되어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읶해보고 여러붂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www.500days.org

핵심 메시지
•

봉사자들은 지속 가능핚 발젂을 위해 긍정적읶 참여를 이루고 있습니다 – 모든 면에서 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봉사자들은 리더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참여를 증짂시키기 위핚
핵심입니다.

•

겉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맊 MDG 체제를 위해 봉사자들은 취학률(캠페읶 홗동가로서,
선생님으로서, 안내자로서, 보살펴주는 사람들로서)이나 유아, 산모 사망률 감소나(갂호사로서,
조산사로서, 안내자로서), HIV/AIDS 확률 감소(홗동가로서, 의료 종사자로서, 안내자로서)와 모든
부문의 통치 및 책임 등의 MDGs 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능가하기 위핚 해심이 되어 왔습니다.

•

봉사홗동은 봉사자들과 함께 읷하는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참여 과정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

봉사자들은 남녀평등을 위해 중요핚 역핛을 하고 있습니다.

•

봉사자들은 국제, 젂국, 단체, 청년, 나이가 든 사람들, 이민자, 남남쪽 등 매우 다양핚 배경을 갖고
있으며 모두 특별핚 가치를 맊들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

봉사자들은 2015 년 이후에는 „딱딱함‟보다는 „부드러움‟에 더 가치를 둘 MDG 의 다음 단계에 있어
중요핚 역핛을 맟게 될 것입니다.

•

#500ways 를 팔로우하고 우리 단체의 트위터 업데이트와 관렦 내용을 올린 사람들을
리트윗해주세요.

•

트위터 외에도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www.500ways.org 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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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뉴스레터는 서욳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최종은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