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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소식
§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새로운 세계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 중

§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협회장학금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소싱(불특정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는 방식) 캠페인 시작…
…그리고 귀하의 도움이 필요!

§

위대한 연설자들이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8차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 회의에 참석한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을 축하
§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기업자원봉사상 수상 후보 신청 마감 연장

§

세계자원봉사협의회는 글로벌기업자원봉사자문회의 신규 회원 환영

§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원 소식
§

지역적 도전내용

§

아프리카의 소식: 세계자원봉사협의회 나이지리아지부가 ‘건강과 신체단련 걷기대회’
시작

§

아랍국가들의 소식: 소말리아 자원봉사활동센터: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촛불...마침내
불을 밝히다

§

유럽소식: 9월에 계획되어 있는 유럽대학자원봉사대회

§

라틴아메리카소식: 고령화와 자원봉사: 인간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

마지막 말: 장학금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새로운 세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
중
공표된 마감일인 4월 15일 현재 모든 유료회원들에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투표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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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면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새로운 세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5월 1일
시작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6개 언어 즉, 아랍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배포되었다..
6개 국어 전부로 된 지원자들의 영상 또는 배경정보는 http://iave.org/election2014를 방문
하면 알 수 있다.
회원: 선거자료를 이메일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info@iave.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협회 장학금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캠페인을 시작
세계자원봉사협의회는 먼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올해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자를
지원 할 장학금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을 시작하였다 (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www.iave2014.org 참조).
이 캠페인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원하시면
https://www.indiegogo.com/projects/23rd-iave-world-volunteer-conference 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도움이 필요!!
“크라우드소싱”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모집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단어를 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하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https://www.indiegogo.com/projects/23rd-iave-world-volunteer-conference에서 성금을
내고 지원자로 등록하십시오. 적은 성금도 환영 합니다.
2. 귀하와 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캠페인을 알리십시오. 그들이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대상에 합류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3. 장학금을 조성을 위한 보다 많은 기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귀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동료, 친구와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를 초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대한 연설자들이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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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회의에 참석한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을
축하
9월 15일에서 17일에 퀸스랜드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세계청소년봉사자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알려주며, 힘을 북돋아 주고, 장려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회의는 23차
세계자원봉사자협의회에 앞서 열린다.
이 회의의 기조연설자중의 한 사람으로 Ben Saulo씨가 확정되었음을 알립니다. Ben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토착 청소년을 끌어 들이고
있는 국립 토착 청소년 리더쉽 아카데미의 설립자이다. 그는 서부 빅토리아주의 Wemba
Wemba와 Gunjitmara나라들의 후손으로 현재 유네스코 오스트레일리아위원회의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빅토리아주의 Indigenous Leadership Network의 이사이고 Welcome to Australia의
대사이다.
지난 달에는 Holly Randsom씨가 기조연설자로 소개되었다. 지난 해 그녀는 세계최연소
로타리 클럽 회장이 되었으며 올해의 서부오스트레일리아인과 청소년봉사자에 지명되었다.
또한 Agnetta Nyalita씨 (Kenya and South Africa)와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이사회의 청소년
대표인 Daniel Buriticá 씨(Colombia)도 연설할 예정이다
Agnetta씨는 서부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영국의
대외자원봉사단체)와 RAISA(The Regional Aids Initiative of Southern Africa: 남부아프리카지역
AIDS 이니셔티브)와 유엔난민지원단체(the Refugee Aid Orgainisation)의 자원봉사와 지원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이다. 그녀는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의 국가적 지역적 자원봉사의
홍보와 강화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그녀는 청소년과 여성의 역량강화, 질 높은 교육과
사회기업가정신의 홍보분야에서 10년 이상 자원봉사정신을 발휘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지식,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Daniel씨는 콜롬비아에서 청년 사회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Network인 청년
RECOJO의 콜롬비아 Network 의 설립자이자 의장이다. 그는 헌신적인 청년들의 메세지를
9개국이상에 전달하여 왔다.
그는 그의 회사와 병설로 사회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BKONGO 캠프와 학교를 위하여
사회기업가정신의 첫 번째 계획인 CIELOaTIERRA를 설립하였다.
청소년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다면 우리의 웹싸이트
http://www.iave2014.org/program/youth-conference-program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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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내셔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기업자원봉사상 수상후보의
신청마감 연장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기업자원봉사상 수상후보의 신청을 받는 마감일이 5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신청은 ‘글로벌자원봉사 프로그램상(Global Volunteer Program Award)’ 과 ‘고무적
사례상(The Inspiring Practice Award)’ 중 하나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상신청서 양식은
https://iave.org/content/application-process-open-iaves-global-corporate-volunteer-awar
ds에 있습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기업자원봉사프로그램상은 그들의 가치, 우선하는 일과 문화,
국제적인 문제와 지역적 현실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제기하는 행동들을 조화시키는 세심하게 계획된 전략을 가지고 국제기업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인 전체적 접근방법을 보이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표창하게 된다.
고무적 사례상은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봉사자 프로그램 내에서 독창적이며 높은 영향을
가지는 자원봉사자의 솔선 행위 즉, 사회적 필요나 특정지역사회에 충족하도록 계획된 솔선
행위를 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표창하게 된다. 이 상은 특정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정의 자원봉사자에 기반을 둔 전략에서 나오는 실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것이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는 글로벌기업봉사자문회의 신규회원을
환영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글로벌 기업봉사 자문회(Global Corporate Volunteer Council)는
우리의 활발한 네트워크활동에 참여할 신규회원을 환영하며 그들의 특별한 기부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Avnet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자부품, 반도체, 커넥터, IT 솔루션과 컴퓨터 제품의 유통회사
중 하나임. Avnet사는 이제 창사 50주년을 축하하며 주로 교육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매우 성공적인 지역사회연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Grainger – 고객 설비의 개선과 계속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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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함으로 써 고객의 시간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이다.
Grainger는150이상의 국가에 소재하는 2백만 개 업체를 고객으로 하고 있다. 동사의
모토는 “For the Ones Who Get it Done” 이며, 또한 이 모토를 그들 회사의 인정 많은
자원봉사노력에도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McDonald’s –McDonald의 법인과 유명한 금색의 아치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McDonald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의 7천만 명에게 매일 음식물을 제공하는
35000이상의 지역식당을 가지고 있는 선두의 글로벌 음식서비스 소매업자이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맥도날드의 핵심가치이며 맥도날드 문화의 토대이다.
McKesson – McKesson사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된 의료서비스회사로서
보건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미국병원의 50%이상, 내과의사의 20%이상, 의료보험의 100%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약품유통업체로서 매일 동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의 1/3을
공급하고 있다.
McKesson는 국제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나라에서 좋은
기업시민(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회사)으로서 차별화에 대하여
GCVC(글로벌기업봉사자문회의)에 속한 글로벌회사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Alcoa – Alcoa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알루미늄제조업체이며, 31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lcoa는 BRAVO Program, Alcoans in Action, ACTION Program, Greenworks
initiatives를 포함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지의 지역사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GCVC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Newell-Rubbermaid –100년 이상 된 회사로서 ‘주도적 중요브랜드들(brands that matter)’의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소비재 및 사업용 상품을 취급하는 세계적인 마케팅전문회사이다.
Newell Rubbermaid사 또한 동사 제품과 발자취에 있어서의 실체성을 향하여 강하게
살피면서, 보다 튼튼한 지역사회건설에 소요되는 재능과 자금의 투자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원 소식
지역적인 도전내용
우리는 지난달 늦게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이사회의 지역대표에게 도전내용을 제시하였다.
귀하는 2014년 말까지 계속해서 각 E-IAVE소식지에 게재할 귀하 지역에 대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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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이 문제와 함께 도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달은 아프리카, 아랍국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지도자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 우리는 다음달에는 아시아태평양과 북미지역도 이기사에서 다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의 소식

세계자원봉사협의회 나이지리아지부가 건강걷기대회 시작
(이 기사에 대하여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나이지리아 국가대표인 Elezuo O.
Elezuo씨에게 감사)
‘건강이 재산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날로 증가하는 심부전,심정지,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과 비만 등의 사례를 가진 오늘날 우리사회에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분의 지방을
연소시키며, 혈액순환과 배설의 개선과 종국적으로는 육체적 적정상태와 건강한 육체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자원봉사자협의회(IAVE) 나이지리아지부는 건강에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2014년 3월 15일 나이지리라 Abia주 Umuahia에서 다른 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단체와 공동으로 ‘건강과 신체단련 걷기 캠페인’을 준비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운동의 역할의 인정한 것이다 .
Vision Africa Radio구내에서 시작된 ‘건강과 신체단련걷기’의 참가자들은 Abia주
방송국(BCA)도로를 통하여 Ikot Ekpene Road에 이르고, Aba Road를 내려가면서 Azikiwe
Road에 이르렀으며, 다시 Vision Africa Radio구내로 돌아오는 총 4Km에 이르는 거리를
메웠다.
이 ‘건강과 신체단련 걷기’는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아랍국가의 소식

소말리아자원봉사활동센타: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촛불….
마침내 불을 밝히다.
(이 기사에 대하여는 SOCVA(소말리아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상무이사인 Eng. Mohamed
Adam Isak씨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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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 Al-Elmi Charity Organization이 2013년 11월에 오만에서 열린 아랍국가들을 위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2차 지역자원봉사자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영광이었다. Dar
Al-Elmi 회원인 Mohamed Abdirasak Abdullahi와 Mohamed Adam Isak씨는 자원봉사정신의
많은 측면을 배우고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귀국
후에 소말리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특별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소말리아자원봉사활동센터(SOCVA)는 해당기구, 회사와 대학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말리아수도인 모가디슈에 소재한 Safari 호텔에서 2014년 3월 7일 문을
열었다.
개막식에서 Simad대학 교수이자 SOCVA설립을 위한 총회의 의장인 Jaama’ Hussein
Mohammed씨는 긴세월의 전쟁과 불안정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는 소말리아에 한줄기의
희미한 빛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대학 그리고 병원에서의 기간 동안에
소말리아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것은 내적이나 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자원봉사정신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여온
소말리아 사회의 특징 안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S Jowhar Al-Islam 초중등학교의 이사인 heikh Hussein Agal씨는 개발의 관점에서 국제적
원조보다는 신과 소말리아 국민에게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슬람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봉사할동을 격려하는 코란의 경구와 예언자 모하메드의 구전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인용하였다.
Hope대학의 교수이며 SOCVA(소말리아자원봉사활동센터)의 상무보인 Abubakar Moallim
Abdali씨는 소말리아에서 동 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하면서 이순간 소말리아 사회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모가디슈대학교수이자 SOCVA(소말리아자원봉사활동센터)의 상무인 Eng. Mohamed Adam
Isak씨는 현재 19개의 아랍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아랍연맹의 정식적인
회원에 SOCVA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연맹이 2003년 시작이래
자원봉사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소말리아봉사활동센터가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소말리아 국가대표로 예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센터의 사무총장인 Professor Mohammad Abdirasak Abdullahi는 모든 소말리아국민들에게
센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소말리아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인원수가 2020년까지

e-IAVE

April-May 2014

백만 명에 이르기를 희망하였다
SOCV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SOCVA.Blogspot.com,
https://www.facebook.com/TheSomaliCenterForVoluntaryActivities을 방문

유럽소식

9월에 계획되어 있는 유럽대학자원봉사대회
(이 기사에 대하여 유럽지역대표인 Eugen Baldas씨에게 감사)
유럽대학자원봉사(EUV)의 제 7차회기는 네델란드의 Rolduc과 독일의 Achen에서 2014년
9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개최될 것이다. Nordrhein-Westfalen소재한 The Social Universities
and Caritas 가 회의 개최자이며, 현재 유럽의회의장인 Martin Schulz씨는 EUV의 제7차
회기의 후원자가 되는 것을 동의하였다.
유럽시민정신은 시민사회에 대한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환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도 달려 있다.
2014유럽대학자원봉사회의(The European University for Volunteering 2014)는 아래의 논제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과 주민참여는 매우 다양한 자주적 행동과 참여형태 면에서 유럽사회
3가지 원칙을 실현한다: 민주, 사회적 참여와 책임 . 논문공모는 4월에 끝났으며; 마지막
프로그램은 곧 발표될 것이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의 이사회는 유럽 IAVE로 부터의 활동차원에서 EUV와 연관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유럽대학자원봉사의 총회는 이사회를 선출하였다: Georg von Schnurbein 박사,
바젤대학의 Center for Philanthropy, Viola Krebs, IAVE 의 스위스국가대표와 Eugen Baldas;
IAVE 유럽지역대표.
EUV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http://www.euvolunteering.org.

라틴아메리카소식

고령화와 자원봉사: 인간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
(이 기사에 대하여는 IAVEW 페루대표인 Oscar Bravo씨에게 감사. 그는 즐겁게 이에 대한
서신을 그의 이메일 obc49@yahoo.com 로 줄 것을 청하였음)
범아메리카 보건기구PAHO/WHO의 연구에 따르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2025년까지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민의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정시간 내에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 라틴아메리카의 고령화는 미국에서 이에 걸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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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1/4동안에 진행되고 있다.
2050년에는 15세 이하의 인구보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더 많게 되고, 전 국민의 30%가
60세 이상으로 그 중 대부분은 여성이 차지할 것이며, 전세계 인구의 80%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지역적인 커다란 불평등한 가운데에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적극적인 노년와 자원봉사
세계보건기구는 적극적인 노년운 전 생애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행복의 기회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적극적 노년의 개념은 늘어난 삶, 나아진 건강상태, 주요 생산성과 개선된 삶의 질에
기여한다. 적극적이라는 용어는 육체적 적극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시민 및 정신적 참여의 개념을 포함 한다. 적극적 노년은 인간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며
건강보호의 기초이다.
새로운 기업자원봉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대간 자원봉사는 노년의 가치와 노화, 은퇴준비와 적극적인 노년을
강조한다. 그것은 동반자의 충성을 북돋운다. 은퇴한 동반자는 세대간 기업자원봉사정신을
통하여 회사와 관계를 유지한다. 증가하는 사회적 자본과 공공경영. 그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
세대간 자원봉사정신
이 정신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발전 되었다. 노년층이
주인공이다. 이 정신은 회사나 지역사회에서부터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의
연관되어있다.
적극적인 노화와 자원봉사정신. 페루에서의 경험
ㅇ 자립 또는 상호원조기관들은 자원봉사기구로 인정되어진다.
ㅇ 그 과정에 참여한 노년층은 전 범위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되어진다. 그들은
사회나 당국 앞에서 자신을 요구나 제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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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조성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www.indiegogo.com/projects/23rd-iave-world-volunteer-conference

[본 뉴스레터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손연호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