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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원봉사소식은 

시민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분들께

세계 주요도시의 자원봉사 이슈를 소개하는 간행물입니다.

2017년에 창간된 본 소식지에 게재된

의미있는 사례들은 해외 교민, 국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번역봉사단분들께서 기고해주신 소중한 자료입니다.

본지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olunteer.seoul.go.kr)에서도 확인(센터소식 → 전문자료실)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간 및 통번역봉사활동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직지원부(070-8797-1862, hero39@volunteer.seoul.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

  발행호 : 2호

  발간번호 : C-35

  발행일 : 2017년 8월

■ 자문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IAVE) 아·태지역 박윤애 대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 윤정경 실장

■ 특별기고

  전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 이강현

  자원봉사 이음,「세계는지금」학습모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통번역봉사단

  2호 번역 자원봉사자 : 김효진, 박지원(2012ekdlwhqm), 박지원(wldnjs2537),방수연, 변정인, 오지윤, 차우섭, 한효경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설립 이래‘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통번역봉사단은 세계 주요도시의 자원봉사 정책 및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자원봉사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재능봉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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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계 속 한국의 자원봉사, 뿌리를 찾아서

전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 이 강 현

나의 삶 나의 길: 자원봉사의 길에 들어서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80년대 암울했던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사회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높은 시민의식의 

근원에 자원봉사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관심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전공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약리학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회의 질병을 고치는 길로 인생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의 뿌리와 실천

  부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 자원봉사 서비스 전달을 위한 단체를 구상하지는 않았습

니다. 한국에 자원봉사가 물밀듯이 확산되어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부산에 한국자원봉사연합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센터 모델

을 참고해서 만든 한국 최초의 민간자원봉사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볼런티어센

터가 그보다 앞선 87년부터 지역의 민간자원봉사센터로서 활동해 오고 있었으나, 서로 활동의 

내용과 강조점이 약간 달랐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직접 

하기 보다는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모델이 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모금하기는 쉽지 않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원봉사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서를 가지고 여러 기관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정부가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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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라는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도록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한국자원봉사연합회 4년 활동 이후 한국 생활을 접고 잠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운동을 같이 했던 후배들이 제게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원봉사운동

을 보다 본격적으로 펼쳐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볼런티어21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정책 추진이 시작되고 있던 90년대 중반, 기업영역에서는 삼성

사회봉사단이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95년에 캔 알랜 촛불재단 부총재를 모시고 삼성사회

봉사단출범 직후 삼성사장단 조찬모임에서 부총재가 직접 세계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으며, 삼성이 사회봉사단을 만들고 참여한 것이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에 큰 영향을 주었

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발전에 영향을 미친 촉매조직은 중앙

일보였습니다. 당시 이창호 중앙일보 자문위원이 자원봉사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기업, 언론 등에서 자원봉사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운동은 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그 이면에서 꾸준히 역사를 이어 오고 현장의 실제적인 힘을   

만들어 왔던 것은 민간 자원봉사 운동단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계자원봉사 흐름과의 만남

  199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무책임

을 맡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5억을 지원하는 등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당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자원봉사 문화민족’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레 및 품앗이 등의 전통을 전 세계에 소개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김장나누기 같은 것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봉사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엔(UN)은 2001년을 ‘세계자원봉사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 : IYV)로 

정하고,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각국 정부가 마련하도록 널리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각계 각층이 연대하여 IYV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물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자원봉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속도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센터는 1919년부터 생겼고 1960년대부터 법적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볼 때, 비교한다면 자원봉사 문화 격차가 한국에 비해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자원봉사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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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어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어깨를 견주며 한국이 선도적 위치였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선진사례를 배워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환경이    

열악한 국가를 찾아가 자원봉사 시스템을 전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6년간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세계의 자원봉사 이론과   

시스템을 도입해오는 것에 집중했었는데, 중반부터는 각 나라들이 지닌 고유한 자원봉사의 

특성을 발견하고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지방출신 응시 학생들에게 숙식과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고. 하노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 봉사단 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의 노력과 관심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대회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영역 

섹터 중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 운동이 신뢰받는 방법은 압축 성장한 사회와 함께 자원봉사에도 

시대적 요구와 개선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원봉사

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혁신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답을 찾기보다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와 후배들에게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게 주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해 보지 못한 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모델 사례를 직접 만들어 본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자원봉사계에 기대하는 바는, 한국 자원봉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조직들이 

상호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한 이슈 설명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 대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조금 더 

갖추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계의 보수가 낮은 부문에 대해

서, 자원봉사 선배로써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면 보상을 더욱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나, 후배들은 이미 현장에서 자긍심 등 심리적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하버드비즈니스스쿨 보고서 중 맥킨지 자료를 보면 잘나가는 회사들의 특징은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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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자원봉사 리더

분들께 피터드러커의 ‘비영리단체의 경영’과 존가드너 ‘공동체 건설’이라는 서적을 추천 드립

니다.

  멘토들의 삶의 모습, 종교적 신념도 제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원봉사계에서 

만난 다양한 인연과 관계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 오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림. 이강현 전 IAVE 회장 강연 현장 그림. 토크콘서트 참가자들과 함께

*출처: 본 자료는 지난 5월 개최된 “자원봉사 뿌리를 찾아서‘ 토크콘서트 중 이강현 전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의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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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특집

샌프란시스코 홍수 문제, ‘시빅테크’ 협력으로 해결하다.

도시 최대 자산인 ‘시민의 힘’과 ‘IT 기술’의 눈부신 결합 

미국 샌프란시스코 / 재난대응

* 시빅테크(Civic Tech): 시민과 기업가 등 민간 분야의 행위자가 IT기술과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된 오픈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행정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기술, 혹은 사고방식을 가리킴

◦ ‘롬바드 거리’나 ‘노브 힐’과 같은 구불구불한 언덕은 샌프란시스코의 멋진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빈번히 일어나는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음

– 25,000개의 빗물 배수 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배수로는 비에 휩쓸려

온 잔해들로 막히는 문제가 발생

– 이로 인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은 샌프란시스코의 낮은 지대를 빠른 속도로  

침수시켜 국지적인 홍수를 유발

– 이는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건물과 도시 제반시설에 심각

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큰 문제로 인식됨

– 빗물 배수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샌프란시스코 공공시설위원회(SFPUC, 

이하 공공시설위원회)는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배수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매번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배수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청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임

◦ 홍수 재난 관리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훌륭한 자산은 바로 ‘시민의 힘’

– 시민들은 ‘배수로를 부탁해(영어 명칭 Adopt a Drain)’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수로를 찾아 직접 지정할 수 있음

– 폭풍우가 오기 전 각자 전담하게 된 배수로에 가서 잔해물을 자발적으로 치워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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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는 것임

–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위원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장비도 제공함

– 이 어플리케이션은 공공시설위원회와 도시데이터 관리 기관인 ‘데이터 에스에프(Data 

SF)’, 도시 내 발생하는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

을 모집하는 기관인 ‘코드 포 샌프란시스코(Code for San Francisco)’ 가 협력하여 개발

–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만들어져서 시의 기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은 ‘배수로를 부탁해’를 포함하여 단 두 개뿐임

– 총 1,500여 개의 배수관이 시민들에 의해 관리되며, 지속적인 도움과 개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공공시설위원회의 지원 덕분에 ‘배수로를 부탁해’는 단순 자원봉사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현재는 활동 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성장함

◦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 단순한 ‘아이디어’가 ‘프로토타입’이 되기까지 ‘배수로를 부탁해’의 기원은 민간인  

프로그래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3일 동안 함께 연수를 받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례 행사인 ‘2015년도 코드 포 아메리카 컨퍼런스’까지 거슬러 올라감

–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라!

샌프란시스코의 IT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모이는 ‘해킹의 밤’ 행사에 공공시설위원회

가 해결하려 하는 과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이러한 공론화가 프로젝트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핵심 과정이었음

– 정부 기관의 지원 사실을 적극 활용하라!

시의 지지를 바탕으로 착수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자원봉

사자들도 알고 있음

– 이미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라!

프로토타입이 있었기에 정부 부처로부터 프로그램을 채택 받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었음

– 프로젝트가 일개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지원받으면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으려면 법적 문제와 예산 문제, 회의적 반응 등 여러 

장애물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함

– 만일 주민들이 배수로를 직접 청소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밝은 색상의 안전조끼와 ‘배수로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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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준비함

– 프로젝트 리더는 IT 자원봉사자들에게 프로젝트 입찰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자주 보고하여 이들의 염려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여 시민 

봉사자들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함

– 그리고 마침내 2016년10월, 사우스이스트 폐수처리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배수로를 

부탁해’ 프로젝트 시행이 공식적으로 발표됨

◦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 소통과 신뢰: 프로젝트 리더들이 정부 각 부처와 봉사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은 “금주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짧은 문자를 받는 

것 만으로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됨

–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 정부 관계자들과 협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들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 사무실을 벗어난 협력: 개발자들이 이메일 대신 사용하는 ‘깃허브(GitHub)’와 같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긴밀하게 협조함

– “좋았어, 이 다음에는?” 자세를 견지할 것: 프로젝트의 기본 틀을 짜면서 법률적,    

예산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배수로를 부탁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

– 계획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적으로, 가령 격주로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IT 봉사자들

에게 보고해주었다면 업무 연속성이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됨

– ‘입소문’을 과소평가 하지 말 것: 배수로를 맡아 청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은 프로

젝트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부터 임

◦ 미래를 위한 계획

– 이제 시민들은 1,500개가 넘는 배수로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공공

시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배수로를 맡은 시민들 중 54%가   

정기적으로 배수로를 청소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공공시설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호우 예보를 

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시설위원회가 

언제 배수로가 청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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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충분히 정착되고 나면 프로젝트가 홍수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계획임

– ‘배수로를 부탁해’의 성공은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협력 가능성에 있어 유의

미한 사례 연구를 제공함

그림. 배수로를 청소중인 자원봉사자 그림. ‘배수로를 부탁해’ 어플리케이션 사용화면

*출처: http://www.govtech.com/civic/-Alleviating-Flooding-in-San-Francisco-With-Civic-Tech-                 
                    Volunteers. html

                    by Blake Valenta(2017.06.19.)

*참고: https://brunch.co.kr/@indilab/31 (시빅테크 소개)

통·번역봉사단 차우섭, cws9309@

http://www.govtech.com/civic/-Alleviating-Flooding-in-San-Francisco-With-Civic-Tech-Volunte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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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특집 원문

Alleviating Flooding in San Francisco With Civic Tech Volunteers

San Francisco's new app taps into the city’s greatest resource-civic-minded 
residents.

 by Blake Valenta   /   June 19, 2017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on Data-Smart City Solutions.

  While San Francisco’s lush rolling hills define iconic destinations like Lombard Street 

and Nob Hill, they also make the city particularly prone to flooding after heavy rains. 

Water quickly inundates low-lying areas and, while the city has over 25,000 storm 

drains to help shepherd the water away, these storm drains can quickly become 

clogged with debris, causing localized flooding. In addition to being an inconvenience 

for pedestrians and drivers, this flooding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to properties 

and city infrastructure.

  Keeping drains clear to prevent serious flooding is a challenge for the 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Commission (SFPUC), the department charged with maintaining the 

storm drain system. Although SFPUC proactively targets known problem drains, the  

ommission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clear every drain before every storm.

  Enter Adopt a Drain, an app that enables residents to find their closest storm drain, 

claim it, and agree to clear any debris in advance of storms, tapping into San 

Francisco’s greatest resource - civic-minded residents. To support these volunteers, 

SFPUC provides them with tools, supplies, and training. The app was developed in a 

partnership between SFPUC, the city data office, DataSF, and Code for San Francisco, 

an organization that brings together volunteers interested in finding technological 

solutions to the city’s problems. Adopt a Drain is one of only two volunteer-built Web 

apps that have evolved into a permanent, departmentally funded app in the cit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as of this writing, 1,500 drains and counting have 

been adopted. Most impressively, Adopt a Drain has transformed from a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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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initiative into a fully funded program, with SFPUC providing the budget and 

resources for continued support and improvement.

  But what was the key to its success? The battleground of civic tech is littered with 

projects that briefly burn bright but soon fizzle. Haunting the nooks and crannies of 

many government websites are applications last updated a decade ago (with the UI to 

match). Sadly, those involved in civic tech circles know a good idea and an app are 

often not enough to make a successful civic tech program.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San Francisco’s Adopt a Drain sheds light on important lessons for 

success.

From Idea to Prototype

  The roots of Adopt a Drain began at the Code for America Summit in 2015, an 

annual conference that brings together civic hac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for 

three days of workshops and networking. Inspired by Boston’s Adopt a Hydrant - a 

Code for America project to help the city of Boston keep fire hydrants clear of snow - 

Jesse Biroscak, then Brigade Captain of Code for San Francisco, realized San  

Francisco could tailor the project to meet its needs. Biroscak spoke with Jason Lally, 

Open Data Manager at DataSF, about the possibility of replicating Boston’s program 

to help with San Francisco’s flooding issues. Although the city’s water drain data was 

not yet on the portal, SFPUC Communications Manager Jean Walsh happened to be at 

the summit. Walsh had been “going to hack nights for fun” and was naturally attracted 

to the energy of the civic tech space. Biroscak approached her and she was receptive 

to the idea and wanted to try it out.

  Code for San Francisco rapidly developed a prototype in just two weeks, thanks to 

the work of Jesse Szwedko, a member of Code for San Francisco who served as the 

Adopt a Drain product manager and, according to Lally, also acted as the “senior 

engineer,” providing the majority of the ongoing coding support. Szwedko, Biroscak, 

Lally, and Walsh advised that other cities focus on a few key principles to speed up 

the timeline for a city-volunteer partnership like this.

  Be willing to show up, and come with a plan. Walsh came to Code for San 

Francisco’s hack night, a weekly meet-up of volunteer technologists, and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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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PUC’s problem statement. This step was key, according to Biroscak, and helped 

focus the project.

  Ensure departmental representation. Szwedko noted that Code for San Francisco is a 

volunteer-run organization where volunteers regularly pitch new projects and attempt 

to garner buy-in. Historically, pitches from department representatives (as opposed to 

interested volunteers) were rare to nonexistent. The presence of an actual department 

representative “[gives] legitimacy to the project” and helps garner interest from other 

volunteers because they know what they are working on may be adopted by the city.  

  Start with a pre-existing codebase. Lally pointed to the ability to adapt existing 

open-source code from Boston as what enabled such a rapid turnaround time. 

Szwedko and Lally, along with Code for San Francisco volunteer Ryan Wold, had a 

working prototype in two weeks. While Szwedko and Wold could have developed the 

application from scratch, the timeframe would have been much longer. Additionally, 

getting buy-in from the relevant department was far easier with a working prototype 

for them to see. This means any early development work is done under a certain 

amount of uncertainty. Two weeks for a prototype with no formal department support 

is doable. Several months? Less so.

Prototype to Launch

  The project now had Walsh, the departmental champion, and a working prototype. 

Many civic tech projects make it to this stage, but how does a project go from just an 

app to a fully funded, sustainable program that a department implements? Having a 

departmental champion was an asset, but one person by no means speaks for a 

department. The project needed to bring higher-ups on board.

  To gain departmental buy-in, programs must overcome a number of hurdles, chief 

among them skepticism, legal issues, and cost. A working prototype helped alleviate 

skepticism from SFPUC, but the legal department had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residents cleaning drains. What if they were hit by a car, got sick, or tripped and fell? 

The program’s champions assuaged those concerns by including provisions to 

distribute brightly colored safety vests and guides for adopt-a-drainers, as well as 

pointing to long-standing ‘adopt a highway’ programs in other municipalities and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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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Works’ "adopt-a-street" program.

  Walsh credits a snowball effect for garnering buy-in from different parts of the 

department. Early support came after the project leaders highlighted ways the Adopt a 

Drain program could help different offices meet existing mandates related to street 

cleaning. For example, Adopt a Drain helps the SFPUC Pollution Prevention Program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outreach and education in 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areas. These early buy-ins helped bring others on board and led 

to formal financial support from the department to pay for safety vests and tools for 

drain adopters ($10k), promotion in the form of web and TV spots for Adopt a Drain 

($15k), and the Web application hosting cost ($1k).

  While Walsh was promoting the program within the city, Lally was playing the 

crucial role of communication hub, updating the Code for San Francisco Brigade on 

the state of the project. Walsh had a full-time job developing departmental buy-in, 

and this process took months as compared to the two weeks of the initial prototyping 

phase. While natural, the contrast between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deployments and the protracted waiting period for adoption of a fully-funded 

program can be frustrating. As Walsh sought buy-in, volunteers with Code for San 

Francisco who had signed up to build Adopt a Drain were now providing all technical 

support and maintenance for the application and were naturally becoming anxious 

about the project’s adoption. Lally helped manage the expectations for the volunteer 

coders, keeping them apprised of the realities of departmental buy-in as well as 

providing frequent status updates, thereby ensuring continuity of good relations with 

the partners.

  In October 2016, the program formally launched with an event for volunteers at the 

Southeast Wastewater Treatment Plant.

Road to Sustainability

  Adopt a Drain became an official city project, but the story doesn’t end here. As 

Walsh stated, “the alignment of volunteer and agency interest has a temporal 

component.” It is one thing to rely on volunteers to build out an application, it is 

another to expect them to provide day-to-day support. This reliance on volunte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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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blic-facing service was no small source of anxiety for Walsh. The volunteers for 

Code for San Francisco were always responsive to requests for changes or fixes, but 

clearly the city needed to find a more sustainable method.

  Complicating this was the fact that the app was written in Ruby on Rails, a coding 

language that was, at the time of launch, not supported by the SFPUC IT Department 

or the city’s Department of Technology (DT). For several months, the future ‘home’ of 

the project was uncertain. Fortunately, DT hired a developer familiar with Ruby on 

Rails, which allowed for DT to take ownership. Had this not occurred, the cost for 

long-term support could have potentially been much higher.

Lessons Learned

 The key actors all highlighted a few key themes they say explained the project’s 

success.

• Communication and trust - The project began essentially with strangers - volunteer 

civic techies and department champions. They did not work in the same building 

nor for the same organization and there was an ever-present danger of an "out of 

sight, out of mind" mentality slipping in. In order to keep everyone engaged, project 

leaders ensured consistent communication. For the volunteers at Code for San 

Francisco, a message of “no movement this week” was better than no message. Jason 

Lally’s role as expectations translator was frequently cited as instrumental to 

maintaining high levels of mutual trust.

• Articulate the problem - A department champion is clearly an asset, but a champion 

with a focus is even better. Walsh’s abilit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project 

was a key element to its success.

• Meet halfway - Walsh was likewise praised for actively engaging with Code for San 

Francisco, by attending hack nights as well as using developer tools such as GitHub 

(as opposed to email) to submit requests. However, Biroscak noted that civic 

hackers could learn a few lessons from Walsh. He says, “there are many people in 

government who would make exceptional civic partners. The trick is finding them 

and recognizing they have family and kids at home that they want to see at 5 p.m.” 

Biroscak suggested that Code for America Brigades could help generate more 

projects like Adopt a Drain by something as simple as “meeting folks during both of 

your lunch hours … throw[ing] a brown bag lunch at City Hall.” Open data offic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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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ity departments can help facilitate this by connecting with local Code for 

America Brigades and helping with logistics (simply reserving a meeting room) and 

promotion of a brown bag.

• A “yes, and” orientation - There were several points in the Adopt a Drain story 

where many other civic projects have run aground. People’s willingness to keep an 

inquisitive and optimistic framework to legal and cost hurdles allowed Adopt a 

Drain to see the light of day.

The project’s leaders also brought up some suggestions for what they would do 

differently if they could:

• Agreed-upon communication expectations — Something as simple as bi-weekly 

updates would have helped provide continuity for the civic tech side.

• Plan for sustainability - Even at the prototyping phase, cities should begin sketching 

out where this project could live permanently. Is it a city’s IT department? If so, 

what languages does the department support? While the existing code base for 

Adopt a Drain already used Ruby on Rails, if they were designing from scratch it 

would have paid to consider building in languages already supported by SFPUC’s IT 

department. Alternatively, look to other sources of support, Biroscak suggested. For 

instance, establish small-scale maintenance contracts for the app like that between 

Code for Charlotte and the city of Charlotte, N.C., for CityGram, an app for 

residents to receive live updates on topics or areas of interest. The size of these 

contracts is often small enough to avoid procurement hurdles.

• Don’t underestimate word of mouth - Walsh attributed the majority of the adoption 

to social media-powered word of mouth. While SFPUC did produce traditional ads 

for cable TV, they saw minimal increase in signups during the period the ads aired.

Plans for the Future

  Over 1,500 drains have been adopted, and surveys conducted by SFPUC suggest 54 

percent of drain adopters regularly clean their drains. Other surrounding counties are 

taking note, with the city of South San Francisco recently initiating its own 

Adopt-a-Storm-Drain program.

  SFPUC is actively exploring the ability to send text messages to adopters to inform 

them of incoming storms as well as to implement a feedback loop so SFPUC 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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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drain has been cleared. Once the program matures, they also intend to track 

its effects on rates of reported flooding in the city.

  For Code for San Francisco, the success of Adopt a Drain has provided a useful case 

study when engaging with other departments or non-city clients. It demonstrates for 

potential clients a proven path from their volunteer-driven efforts to a fully realized 

program.

  Adopt a Drain shows that civic tech partnerships can lead to sustainable 

improvements in how the city interacts with and engages its residents (see this article 

for a good overview). Its development also reminds us that successful civic tech 

partnerships are more than just an idea and an app; they are partnerships built on 

trust,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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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특집

청소년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Leade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LEAD): 유나이티드 웨이의 

청소년 리더십 교육 과정

 미국 조지아 주 / 청소년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는 북서부 조지아에서 goLEAD 프로그램을 진행

– LEAD(Leade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는 청소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임

• 해당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에게 리더십 및 지역 사회 자원봉사방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리더십 교육임

• 기업 임원 및 고위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리더십 교육 정도의 품질을 유지 중

• 의사소통 전략, 성공적인 리더십, 팀 구축, 창조적 사고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일련의 수업과 활동기회를 제공

–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팀 빌딩, 리더십, 봉사 학습을 가르치는 캠프로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골라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한 구체적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위기관리 센터의 스탭들과 함께 캠프의 마지막 날 까지 완성해

야 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함

– 해당 목록은 놀이방, 체육관 등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포함되며, ‘goLEAD’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친구 사귀기

• 팀으로 활동하는 법을 배우기

• 도전과제 해결 및 창조적 문제 해결법 탐구

•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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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EAD’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와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청소년들

– 본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소속감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함

– “goLEAD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돌턴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리차슨(Richardson)

–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는 그들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위기관리 센터의 봉사 

코디네이터인 로라 메어즈(Laura Mares)씨는 학생들이 ‘놀라운 일’을 해주었다고 밝힘

–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에 센터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배움의 기회를 주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메어

즈씨는 goLEAD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강조함

–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며 나와 반대되는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돌턴 고등학교의 2학년이 되는 제시아 딜런(Jaysia Dillon)은 이번 

캠프에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함

– “돌턴이던 어느 곳에서건 팀워크는 제가 미래에 일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느낍니다.” 북서부 위트필드 고등학교의 2학년이 되는 릴리베스 파갈라(Lilibeth 

Fagala)는 이번 캠프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 밝힘

*출처:http://www.daltondailycitizen.com/news/local_news/volunteer-program-for-youth-helps

                  -develop-leadership-skills/article_8b403e48-f3ae-5414-92bd-876f54b64ea9.html

        by Shaka L. Cobb(2017.06.21.)

*참고:https://s3.amazonaws.com/assets.cce.cornell.edu/attachments/23236/brochure_June_program_with  

                   _application.pdf?1494530312

http://www.generationon.org/about/programs-resources

http://generationon.org/parents/programs/goLEAD

http://www.generationon.org/files/golead_download.png

통·번역봉사단 한효경, muriel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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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EAD 프로그램이란?

goLEAD란 미국 촛불재단(Points of Light)의 청소년분과, generationON의 시그니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goLEAD는 ‘generationOn Leade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generationON은 이를 최고 수준의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 
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에게 리더십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및 자원봉사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정된 프로그램 개발에도 성공했다. 한편, 단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인 교육자를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훈련시키는 것(a train- 
the-trainer model)도 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oLEAD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인은 generationON이 인증한 훈련 담당자로부터 goLEAD에    
특화된 운영자 트레이닝(a goLEAD Facilitator Training)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goLEAD 프로그램 구조는 독특하다. goLEAD 커리큘럼과 활동은 창조적 리더십  
센터(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에 의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커리큘럼은 크게 
리더십, 프로젝트 기획, 관리 기술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30시간 훈련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경험 중심 팀빌딩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goLEAD를 구성하는 모든 활동들은 
1개의 입문과정과 8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최고의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컨텐츠와 활동을 포함
하고 있다. 8개 모듈은 다음과 같다.

[교육 모듈(8개)]

    • 발견하기: 지역사회와 교육생의 커뮤니티 매핑과 지역사회 요구 파악 및 소통기법 습득

    • 탐험하기: 건강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공적 리더십 구성요소 및 창의적 사고법 학습

    • 열망하기: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선입관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법 찾기

    • 목표설정: 봉사활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목표 설정하기

    • 계획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요소(주체,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 구체화

    • 확정하기: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립한 계획을 최종 점검 후 확정

    • 활동하기: 새로운 리더십, 소통법, 창의적 사고 등을 현장점검하며 프로젝트의 완성

    • 평가하기: 목표달성, 기여한점, 배운점, 다음에 기대되는 점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goLEAD 프로그램 실행 방식은 수행기관이 임의로 하지 않고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른다. 개별 goLEAD 프로그램은 반드시 인증 받은 훈련가들과 매회 약 10-25명의 
참가 학생들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25명을 넘을 수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다. 신청서는 학생의 의무사항과 학부모의  
의무사항(훈련기간 중 학생 픽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참가비는 무료는 아니며 식사, 
교육훈련비, 자료비를 포함하는 약 4만원 가량의 등록비를 부과한다. 30시간의 훈련은 
약 4~5회(일)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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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특집

덴마크의 시민교육

Citizenship Education in Denmark: 클라우스 하스 부교수, 

                                                       코펜하겐 오르후스 대학교 교육 연구소

덴마크 / 시민교육

◦ 일반적인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시민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이 정치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일련의 과정임

– 시민 교육은 정규 교육제도 자체만큼이나 오래 된 것으로 19세기에 확립된 국가 주도의 

공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은 국가적, 기독교 문화적 시민성을 촉진하는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즉, 덴마크 국가의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과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임

 

◦ 1970년대 중반에 민주주의의 담론 안에서 덴마크의 시민교육이 근본적으로 재구성

되었음

– 그것은 1975년에 시행된 초등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전반적 법 테두리 

내에서 연계됨

–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모든 수업과 학교생활이 민주주의와 자율적 사고에 입각 

하도록 하였음

◦ 또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모든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에도 반영되었음

–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진보적인 민주적 시민성은 덴마크 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규범적 

기준으로 확립되고 있음

– 그렇지만,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님

– 한편, '민주 시민 교육'은 이전의 국가-기독교 정체성의 정치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촉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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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독교 정체성을 갖는 시민성과 이후, 이와 차별적으로 발생한 진보적인 민주적 

시민성이 혼합되어 가는 가운데, 1990년대는 제3의 시민성 요소로서 문화적 다양성이 

새로운 시민성 교육의 담론으로 들어오게 됨

◦ 위에서 언급된 시민교육의 세 가지 측면(국가-기독교 정체성, 진보적인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성)은 2014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일부로 제시되어 있음

– 시민교육의 세 가지 측면은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 법률 체계와 커리큘럼 지침에도 

포함되었음. 또한 초등교육 대비 덜 강조가 되기는 하였지만 중등 교육 시스템에도 

적용됨

–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과 연관되면서 시민교육은 덴마크 사회의 이민과 다문화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의 일부가 되며 담론화 되었음

– 이는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이 다문화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통합의 붕괴 위험에 대한 방어벽이라고 여기거나, 둘째, 사회·문화적 통

합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것임. 특히 후자의 

경우 이민자, 덴마크 출신이 아닌 사람들, 소외 집단들의 낮은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폭넓은 사회‧문화적 통합과 포용을 의미하고 있음

– 이러한 논점들은 시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이 아직은 모호하고 경쟁적임

을 보여주며, 그러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전자의 입장이 보다 지지되는 

것으로 파악됨

 

◦ 요약컨대,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 교육의 전반적인 규범 목적이 되면서 합의된 교육의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국가-다문화 

연결고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러한 합의가 아직은 피상적이며 이에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임

자원봉사 이음, 「세계는 지금」학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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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런던 화재 사건, 지역 공동체의 합심이 빛나다

비극적인 사건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대처하는 자세 

영국 런던 / 재난대응

◦ 이달 초, 영국 런던의 그랜팰 타워(the Grenfell Tower)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

하여, 최소 79명이 사망했고 아직까지도 집계되지 않은 수많은 실종자들이 존재함

–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에도,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는 활동

이 진행됨

•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음식, 물, 옷, 위생용품들을 가득 채운 

큰 가방들을 분류하는 활동

•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필요한 물품들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자원봉사 현장 입구에서는 ‘더 이상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이 걸려 있을 정도로 기부가 활성화 됨

• 부핀더 싱(Bhupinder Singh) 이라는 봉사자는 “이런 봉사활동 현장을 보며 

영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런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를 느낀다.” 라고 밝힘

◦ 시민들은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함

– 피해 참사 복구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교회의 엘도라 

에드워드(Eldora Edward)는

• 행위예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건 현장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직업정신을 발휘하기로 마음먹고, 아이들에게 거리공연 춤을 가르침

• 아이들은 사건현장 주변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춤을 추었고.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사건의 비극을 잊게 하고, 

소방관들에게 웃음을 선사함

◦ ‘화재 사건으로 맺어진 우리의 유대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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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차장 벽면에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음

– 그 중 가장 아랫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었던 위 문구는 지역 주민들의 모든   

감정들을 대변하고 있음

그림.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시민들의 물품후원 그림. 지역공동체의 희망 메시지

*출처: http://www.bbc.com/news/uk-england-40287091

         by Tim Stokes(BBC News, 2017.06.15.)

통번역 봉사단 오지윤, jenzrox97@

http://www.bbc.com/news/uk-england-4028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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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탐색 데이터를 통해 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과 일본 전국의 검색 데이터의 분석, 활용과 한계

일본 / 재난대응

◦ 지난 5월 28일, 아사히신문사와 야후 재팬이 주최한 ‘구마모토 지진×탐색 데이터’ 

행사를 개최함

– 재난지원과 방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 행사가 구마모토 대학 공학부에서 개최됨

– 구마모토대학, 구마모토YMCA, 전국 재해봉사 지원 단체 네트워크(JVOAD: Japan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와 각종 변호사, 연구자 등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야후의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음

◦ 탐색 데이터 분석 주요 내용

– 지진 발생 이후,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구마모토 현 내부와 나머지 전국의 탐색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재민들의 니즈(needs)와 함께 피해 지역과 

전국의 검색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함

• 구마모토 현 내에서는 ‘향후’, ‘여진’, ‘예언’ 등 지진 상황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검색어가 강하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는 ‘모금’, ‘자원봉사’, ‘피해’ 등 지진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려는 

데이터 경향이 나타남

– 구마모토대학 팀에서는 지진 전후 약 1년간의 구마모토 현 내의 탐색 결과를 분석함

•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재민들의 니즈를 찾고, 한편으로는 탐색 키워드 

에서 크게 떠오르지 않는 이재민들의 니즈에도 주목함

– 아사히신문에서는 탐색 데이터를 연동한 재해 포털사이트를 제안해 재해 시 자주   

검색되는 주제에 대해 과거의 신문 기사가 검색되는 구조를 고안함

◦ 탐색 데이터의 이용과 한계(전국 재해봉사 지원단체 네트워크의 발표 내용)

– 검색엔진 탐색으로는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재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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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증명(36위)’, ‘수도(47위)’, ‘목욕(48위)’ 등 불편 사항들은 검색 빈도가 

낮았음

• 이재민들의 불편 사항은 검색 엔진보다 SNS에서 유통되는 경향 있었음

• SNS에서의 정보를 재해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정보를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 니즈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재민들의 곤란한 점을 찾는 것에는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나, 전국 자원봉사 지원단체 

네트워크와 같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봉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함

• 찾은 정보를 어떻게 번역해 현장에 전할 것인가가 중요함

• 탐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도 중요하나, 직접 다가가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K5X4K04K5XTIPE005.html

         http://www.asahi.com/articles/ASK5X5K1KK5XTLVB00H.html

                   江崎憲一、福井悠介 (asahi news 2017.05.28.)

통·번역봉사단 김효진, reauyel10@

http://www.asahi.com/articles/ASK5X4K04K5XTIPE005.html
http://www.asahi.com/articles/ASK5X5K1KK5XTLVB00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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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Them Days” – 그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 자원봉사와 사회적 기업

 

◦ 캐나다 래브라도 지방의 “Them Days Inc.”는 지역의 역사 ․ 문화 기록 수집, 정기간

행물 발행, 연구, 번역, 자문,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문화자원 보존과 시민 유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임

– 최근 공영방송 CBC 보도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캐나다 북동부 지역으로, 툰드라 기후인 북쪽에는 이누이트 부족이 거주)

◦ 기업 개요

– 1975년 8월 래브라도 문화유산협회(Labrador Heritage Society)에서 일회성으로 

발간했던 소식지를 시작으로, 1980년 11월 법인을 설립해 분기별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성장함

–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직원은 정규직 2인(편집장 

1인, 행정직원 1인)과 계약직(대학생 하계 인턴, 특별 프로젝트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으로 구성됨

– 1984년 이래 지역 문화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기부한 기록물을 보관해왔으며, 2009

년에는 별도 보존시설을 구축함. 기록물 형태는 일기, 편지, 보고서, 음성 ․ 영상 자료, 

사진, 지도 등으로 구성됨

 

◦ 정기간행물(“Them Days”) 소개

– 래브라도 주민들이 전하는 자신과 가족, 마을의 이야기를 인터뷰와 기사 형식으로  

풀어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금전적 대가는 없음

– 주제는 요리법, 전통공예, 군복무(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참전 경험), 종교, 교육, 

사냥, 낚시 등으로 다양함



2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간행물은 웹사이트 및 40여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미국 등 해외서도 구독 가능(1부

당 캐나다 달러 $7.50, 한화로는 약 6,600원)

◦ 근황 및 시사점

– 올해로 발간 42주년을 맞았으나, 재정난으로 존립에 대한 고민 중

– 정기간행물 판매, 정부지원, 기업 및 개인 후원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나, 전문 인

력 영입, 판로 확충, 온라인 홍보 강화 등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함

– 특히 심각한 문제는 쌓여가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인데, 

이는 사회적 경제에서 성과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의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함

–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문직 출신 은퇴자 등 전문봉사자(pro bono)를 

적극 구인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기업 사이를 매개해주는 조직이 있다면  

활용 예정

– 대학생 하계 인턴 등 기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운영 주체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 지역과의 연계 및 

공동 사업 또한 지속적 운영 측면에서 고려 중

– 장기적으로는 “Them Days Inc.”라는 조직이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공헌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최근 호 표지              그림. 간행물 배송을 준비하는 봉사자들      그림.‘기록물의 날(Archives Day)’의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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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them-days-seeking-archivist-1.4107006 
           (CBC, 2017. 5. 10.)

           http://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them-days-iconic-labrador-magazine
           -celebrates-40-years-of-storytelling-1.2993785 (CBC, 2015. 3. 15.)

          http://www.themdays.com/ (공식 홈페이지)

          by Jacob Barker(CBC News, 2017.05.10.) 

통 ․ 번역봉사단 방수연, estrise@

http://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them-days-seeking-archivist-1.4107006
http://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them-days-iconic-labrador-magazine-celebrates-40-years-of-storytelling-1.2993785
http://www.them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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