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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월 & 6 월
이번호에는
선거 소식


IAVE 의 새로운 세계 의장 선출!



Kylee Bates 의 연설



Patricia Nabti 의 연설

IAVE 소식


IAVE 의 국제협력봉사수상에 대한 심사 진행 중

지역적 과제


아시아 태평양지역: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과 자원봉사 노력



아랍 국가: 자원봉사 은행: 아랍권 국가의 청년과 유소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유소년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세계 말라리아 기념 대회에 참석

IAVE 회원소식


호주 자원봉사단의 새로운 의장 소개



GYSD 에 참여한 IAVE: “Say Something Nice”

맺음말: “포스트 2015 발전 공약”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

IAVE 의 새로운 세계 의장 선출!
IAVE 의 새로운 세계 회장으로서 호주의 Kylee Bates 가 선출되었다. 다가오는 9 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IAVE 세계자원봉사 회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서 4 년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Kylee Bates 는 2008 년부터 재직한 한국의 이강현 전 세계 회장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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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ee 의 선거에 관하여, Dr Lee 전 세계 의장은 “모든 이사회와 IAVE 회원을 대표하여 Kylee 의
당선을 매우 축하 드립니다. 우리는 Kylee 씨가 세계 의장의 임기를 다 할 동안 그녀가 IAVE 를
향해 보여줄 리더십을 매우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환영의 인사를 보냈다.
“Kylee 세계 회장에 선출에 대해 매우 감사 드립니다. 또한 레바논의 Patricia Nabti 씨가
선거에 기꺼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과거부터 IAVE 에 대해 아주 큰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위원장인 Dr. Eugen Baldas 씨는 위원회 멤버들과 Secretariat team 팀원들에게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IAVE 세계 회장 선거에
투표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번 선거의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r. Baldas 는 IAVE 유럽 이사회의 지역 대표자이다. 다른 선거인단 위원회의 멤버로서는 Susan
Danish, 미국 IAVE 지역 대표인 Dr.Tuesday Gichuki, Kenya IAVE 지역 대표인 콜롬비아의 Maria
Teresa Gnecco, 라틴 아메리카 이사회의 전 지역 대표 그리고 IAVE 전 국제 대표단장인 Debbie
Huang 등이다.

Kylee Bates 연설문
IAVE 회원분들께
이번 선거에서 차기 IAVE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큰 지원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IAVE 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흔하지 않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봉사 리더들이 미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많은 형태의 봉사활동을 향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IAVE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책임감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IAVE 를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해 주신 Dr Patricia Nabti 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 결과 확정 이후 그녀가 발표해 주신 공식 성명문에서 현재
그녀의 아랍 국가들의 지역 대표와 이사회 멤버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Dr. Eugen Balads 께서 이끌고 IAVE 사무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선거위원회의 큰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9 월에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전례 없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자원봉사가 갖는 위상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국제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IAVE

May-June 2014

이번 입후보 성명서에서 저는 IAVE 의 현재 체계적 전략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각각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IAVE 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IAVE 에 대한 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IAVE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히 하고 회원 간 연계성을 강화할 것;



앞으로 국제 자원봉사 분야에서 IAVE 가 지닌 중대한 위치를 인정받을 것;



국제 협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의 중요한 역할이 지닌 인식을 높일 것;



디지털과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플랫폼을 완성하여 IAVE 를 혁신하고 회의를 발전시키며 지식의
발달과 가능성의 확산을 가능하도록 할 것.

앞으로 3 개월 동안 저는 Dr.Lee 와 사무국 멤버 분들과 함께 9 월에 있을 회의에서 IAVE
이사들과 토의를 기획하고 현재 맥락에서의 전략을 떠올리며 다양한 목적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취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준비할 것입니다.
한편, 제 가장 큰 초점은 23 번째 IAVE 세계 자원봉사 회의 준비에서 호주 자원봉사 팀과
주최국 단체와 함께 회의 기획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IAVE 이사회와 사무국은 각각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IAVE 에 대한 깊은 공헌을 지닌
개개인이 모여 구성됩니다. 저는 이분들의 끊임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장으로서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IAVE 멤버 모든 분들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개인의 단순한 총 합보다 하나의 전체로서가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IAVE 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ylee

Patricia Nabti 성명문
모든 IAVE 회원분들게,
저는 IAVE 세계 의장으로 선출된 Kylee 씨에게 축하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아랍
국가들의 지역 대표와 IAVE 사무국 멤버로서 제 남은 임기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전했습니다.
IAVE 세계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 IAVE 의 모든 회원 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지원이 담긴 편지와 제가 준비한 설문을 완성해
주시며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것과 같이, 제게 제시해
주신 모든 제안을 IAVE 이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제시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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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주신 다양한 제안들이 Kylee 의 임기 동안 이사회로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의장으로서 Kylee 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Patricia

지역적 과제
3 월, IAVE 이사회의 각 지역 대표 분들께 새로운 도전: “2014 년 말까지 각각의 지역에 대한
E-IAVE 기사를 전해줄 것”을 제시했다. 지난호에서 지역 대표들은 긍정적으로 확답했고 현재
도전은 진행 중이다. 이번 달 아시아태평양 부문에 아프리카, 아랍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다음 달부터 다시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기사
평점표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아랍 국가, 라틴 아메리카 = 각각 2 개씩
유럽, 아시아 태평양 = 각각 1 개씩. 북아메리카는 아직 위원회에 전달하지 못함

아시아-태평양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과 자원봉사 노력
[이 기사는 IAVE 이사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신 박윤애
이사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뉴스를 통해 제시된 것과 같이 세월호 침몰 사고는 4 월 16 일에 발생했다. 선박 사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 사회가 지닌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와 함께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어른으로서 책임감에 대해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다.
사고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노력
다른 국가들의 재해 구호 현장에서 많이 본 것과 같이, 이번 세월호 사고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진정한 빛을 내고 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모인 수 백 명의 민간 잠수사, 진도 현지의 자원봉사자,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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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을 아끼지 않고 찾아와 준 자원봉사자 그리고 생필품 지원 등의 자기 희생적인 자원봉사
노력은 사망자 가족들과 다른 희생자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사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원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봉사와 구호품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는 통제 불가의 자원봉사 대신, 소셜 네트워크와 NAVER BAND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자원봉사의 공급을 조정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러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매니저를 보내 사고 현장의
지원을 돕고 있다.
합동 분향소의 자원봉사 노력
4 주 전,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안산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400 개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고 총 200 만 명이 넘는 많은
분향객들이 방문하였다.
수 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국화꽃을 전달하며 메시지
보드와 리본을 설명하고 조문객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시민을 돕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
보드와 리본을 통해 슬픔과 분노, 자기 성찰 그리고 결심을 표현하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미디어는 자원봉사자들의 시민의식이 유가족과 고통에 빠진 한국인을 위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모순적으로, 이번 사건은 고난을 통해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밑에 제시된 링크는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활동하는 서울광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25 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찾아주셨고 많은 외국인
또한 다양한 언어로 그들의 슬픔을 전하고 있다.
http://svc1365.tistory.com/1016.

아랍 국가

자원봉사 은행: 아랍권 국가의 청년과 유소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이 기사는 V-Work 의 창립자인 IAVE 이집트 대표 Hisham El Rouby 씨께가 작성해주셨습니다.
Learn more at www.v-wor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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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랍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란은 사람들 사이의 권한이양, 집단행동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많은 발전은 자원봉사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3000 만명 정도의 이집트 총 인구 중에서 25 세 미만 인구 비율은 절반에 가깝다. 이 집단의
실직률은 25 세 이상 인구의 2 배에 육박한다. 경제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 이집트의
정치와 사회적 환경에서 25 세 미만 인구는 아직 손대지 않은 거대한 자원과 같다. 여전히
정부와 이집트 노령 인구집단은 30 세 미만의 청년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 폭동과 연계하여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유소년 또한 기질이 부족하고 생각을 하거나 해결법에 대한 구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부족하며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리더십,
멘토십 그리고 탐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거의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자원봉사의 개념은 개인적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관이 제시하는 취업 알선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가정들은 자원봉사는 자녀들 교육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나 예술 분야의 실제적인 표현은 모든 세대에 잘 인식되고 있으나
자원봉사는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은
교외활동으로 가산점을 받고 있는 같은 또래의 스포츠 또는 예술 분야의 전공 학생들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는 그들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가난한 이에게 시간만을 할애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에게만 가능한 것이라는 예측 또한 있다.
하지만 최근에 아랍의 봄을 중심으로 많은 유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새 이집트에 연계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젊은 세대와 차기 유소년 계층은 그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 있는
공헌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현재까지 봉사활동에 존재하던 문화적 걸림돌을 없애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
자원봉사은행 제도
V-Work(www.v-worx.org)는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센터이다.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원봉사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재능을
성장하도록 하며 지역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MENA 지역과 국제적인 바탕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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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청년 봉사활동의 맥락으로 볼 때, V-Work 는 6 월 말 전에 Volunteer
Bank(자원봉사 은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 자원봉사 은행은 온라인 기반으로서
자원봉사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제공하여 위상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 자원봉사 은행에서 자원봉사 계좌를 만들게 될 것인데,
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제휴한 기관으로부터 개인 발전 트레이닝, 워크숍,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은행과 동시에 V-Work 는 이집트 대부분의 행정단위에 자원봉사센터를 오픈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온라인 자원봉사은행과
연계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유소년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험을 공유하고 동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 기사는 IAVE 에콰도르 지역대표이자 작년 IAVE 라틴아메리카 지역봉사회의의 총괄
기획자인 Rina Graces 씨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매년 10 월, 에콰도르 서부의 과야킬(Guayaquil)은 그들의 독립을 기념하지만 작년은 사정이
달랐다. 작년에는 그 동안의 기념식과 달리, 과야킬이 “라틴아메리카 결속의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기념식의 목적이 조금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작년 기념식 기간이었던 3 일동안
이 과야킬에서는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와 ACORVOL(Asociación
coordinadora del voluntariado del Guayas)의 연합으로 라틴아메리카 자원봉사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행사와 함께 청년회의 또한 개최되었다. 이 청년회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청년 참여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행사는 IAVE, ACORVOL 과 과야킬의 전통적인 청년 봉사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제시된 아이디어가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행사였다. 우리는 각각의 지역을 기반 운영되는 트레이닝 팀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 평가는 우리가 노력을 어느 방향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의미였다. 청년회의 참가자들은 청년을 포용하고 참가를 촉진하며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에콰도르의 청년 봉사활동 연합을 형성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 연합조직은 우리의 젊고 성실한 봉사자들과 그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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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연합은 현재 큰 행사, 트레이닝과 회의의 유치와 조직을 담당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 자원봉사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감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두 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8 월 중에 청년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가올
12 월에 국제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트레이닝에 대한 많은 행사와 포럼,
심포지엄 또는 회의 등을 더 많이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는 모든 청년 봉사자들이 호의적 국제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세계 말라리아 기념 대회에 참석
[이 기사는 IAVE 나이지리아 국제 대표인 Elezuo E. Okorie 씨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Abia 주의 Umuahia 에서 국제 말라리아 대회가 개최되었다. Abia 주
보건당국과 연방 보건당국, ‘Roll Back Malaria’ 그리고 ‘Malaria Elimination Programme’
파트너의 연합으로 이틀간 개최되는 프로그램은 Abia 주 행정장관, Chief Theodore Ahamefula
Orji 에 의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나이지리아 연방 보건당국 영예 행정관, Professor C.O.
Onyebuchi Chukwu 그리고 다른 고위관리들이 참여하였다. IAVE 회원 또한 이틀 일정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다. 이틀 동안 IAVE 회원들은 정보의 공유와 학술적 자료의 제공,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날은 거주민들의 말라리아 발병과 예방, 다양한 치료법과 양생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의 걷기/계몽 캠페인이 펼쳐졌다. 걷기 행진 프로그램은 약 3.5km 로
구성되었다. 이후에 행사는 Umuahia 북부 지역 행정 본부(Abia 주)에서 긴급진단테스트(RDT)
키트를 이용한 말라리아 무료 진단과 장기간 지속 살충제 망(LLINs)등의 보급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사로 이어졌다.
두 번째 날에는 Umuahia Abia 주의 Ultra-modern Womens Development Centre 에서
프로그램이 계속되었다. 무료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에 주최로 이어진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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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VE 의 소식
IAVE 의 국제협력봉사수상에 대한 심사 진행 중
[이 기사는 IAVE GCVC 의 자문위원인 Sarah Hayes 가 작성해주셨습니다.]
5 월 20 일, 전체적인 글로벌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실천을 IAVE 두 개의 국제협력봉사수상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이 마무리되었다.
모든 기업들이 수상을 앞서 준비된 기준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완전히 답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고 벅찬 과정일 수도 있었다. 모든 업체가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없지만 직원 봉사단들
모두 승리자임에 틀림없다. 2012 년 수상한 기업 대표자와 기업과 연계된 국제 NGO 의 대표를
포함한 평가단들은 지원자들을 리뷰하고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 업무는 무료로 디자인 제공과 온라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판정단에 의한 온라인 점수
관리를 도맡아 한 True Impact 에 의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 들은 또한 지원자와
평가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출산휴가중인 Sadie Miller 에게 베풀어준 큰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6 월 중에 Eric Hilberg 씨가 올해의 진행 업무를 도와
줄 것이다.
시상식은 9 월 18 일 호주의 IAVE 세계국제봉사회의에서 오프닝 디너의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다.

IAVE 회원 소식
호주 자원봉사단의 새로운 의장 소개
이사회는 Tim Jackson 을 Adelaide 지역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Mr. Jackon 은 현재
호주 남부와 북부지역의 자원봉사위원회 대표인 City of Playford 의 CEO 이며 전 부통령이자
호주 자원봉사위원회의 재정회계부문 총괄 자였다.

GYSD 에 참여한 IAVE: “SAY SOMETHING NICE"
[이 기사는 IAVE 국제청년봉사발의 매니저인 Raaida Mannaa 가 작성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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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봉사의날((http://www.gysd.org)이 110 개 국가들에서 2300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IAVE 회원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캄보디아 청년리더단은 “Say Something
Nice"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ay Something Nice 는 캄보디아 6 개 도시의 아이들, 청년
그리고 성인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종이에 메시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디어이다. 참가자에 의해 작성된 메시지는 보드에 게시되고 ”Express It For Good"으로서
각각의 도시에서 문장을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 제시된 주소에서 완성된 멋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188568064493509/photos/pb.188568064493509.2207520000.1400628579./871182569565385/?type=3&theater)
우리 멤버들이 참여한 또 다른 활동은 볼리비아에서 개최되었다. 볼리비아 박애주의 센터(The
Bolivian Center for Philanthropy), 국제봉사센터(National Volunteering Center), 볼리비아
청년재단(Foundation for Bolivian Youth)가 연합하여 시민, 기업, 박애주의 봉사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는 봉사를 장려하고 청년 봉사활동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큰 의미를 시사했다.

맺음말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몇 달쯤 전, “Post-2015 Development Agenda"가 간략히 소개되었다. 이 "Post-2015
Development Agenda"는 UN(United Nations)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CIVICUS 대표와 Stakeholder Forum 으로부터의 온라인회의에서 전달받은 첫 번째 공식 발표를
안내할 것이다. 이 온라인보고는 바람직한 지원방법과 함께,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실제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Post-2015 안건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온라인보고는 6 월 12 일
목요일에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될 것이며 6 월 13 일 금요일에는 스페인어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온라인 보고에 받고 로그인 방법을 안내 받기 위해서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freya.seath@civicus.org or acutter@stakeholderforum.org.
이번 달 뉴스레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글로벌 서포터즈 조두희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