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Vol. 1

발행인의 글 1 ‘세계 자원봉사 동향을 전합니다.’

특별기고 2 ‘ 영국사회의 재난 대응 및 대비를 통해  
우리사회를 돌아보다.’

영국

1호 특집 6   재난 피해자 지원 자원봉사 캐나다

9   공동체 회복 탄력성, 왜‘사람’이 중요한가? 미국

해외동향 11   서로돕는 난민지원 자원봉사 독일

14   시리아 난민 깨끗한 물 제공 자원봉사 캐나다

16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영화를 읽어드려요 중국

19   우리가 봉사를 하는 3가지 이유 미국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1,302호 (남산동 3가, 남산빌딩)

세계자원봉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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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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세계자원봉사단체협의회(IAVE) 아·태지역 박윤애 대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제협력 윤정경 실장

■ 특별기고

  안산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박성현

  자원봉사 이음, 세계는지금 학습모임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통번역봉사단

  1호 번역 자원봉사자 : 이명동, 오지윤, 전유정, 김지희, 박지원, 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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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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세계 자원봉사 동향을 전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원봉사 관리자 및 자원봉사 리더의

선진지 견학 및 탐방, IAVE등 해외 주요 유관기관과의 교류등을 추진하여

서울의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를 해외에 전파하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 등을 소개해 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께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내외 정보를

드리고자 ‘세계자원봉사소식’을 계간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자원봉사소식’은 국내에 계신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리스, 

중국, 일본 등 현지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동포분들께서 ‘서울시 통번역봉사단’에 참여하

시어 귀한 자료를 번역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계자원봉사소식’이 민간 차원의 지식공유와 지구촌 협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등 SNS에 다양한 의견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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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영국사회의 재난 대응 및 대비를 통해 우리사회를 돌아보다.

위험사회 속 우리, 영국을 마주하다.

  안산은 2014년 4월 16일 250명1)의 청소년과 12명의 교사를 잃었다. ‘그 날이 돌아온

다면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누구든 망설임 없이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을 것

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과 파도,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상처가 가득한 배만 돌아왔을 뿐이다. 9명의 가족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의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교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현재 아이들의 

교실은 지난한 갈등을 겪다 임시거처를 마련해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8곳2)에 흩어져있는 아이들을 안산에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할 것인가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만 보더라도 재난 이후, 지역사회가 감당

해야하는 피해규모나 이를 해결해야하는 시간과 노력은 만만하지 않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그 긴 시간과 갈등 속에서 기억하고 있다. 팽목 체육관에서 목 놓아 우는 부모를 

일으켜 한 수저라도 음식을 먹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슬픔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분향소와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을 안아주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맞

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목포에서는 뻘과 바다냄새에 절여진 수 백점의 유품을 

씻어 가족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원봉사자다. 

  2014년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참사가 이어졌다. 지하철 화재사고, 건물붕괴 등 

다양한 참사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보다는 돈, 가치보다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역사로 인해 위험과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점차 재난과 위험을 겪는 사회가 되었다. 

이를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 속

에서 사람을 일으켜 일상성을 회복하게 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상태를 위해 함께

하는 사람인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안산에서 피해를 겪는 

지역사회 속에서 재난 당사자들과 함께 하던 사회복지사가 만난 영국의 재난 시스템과 

1) 전체 피해자는 304명으로 추정되나, 안산시 단원고의 피해자는 학생 250명, 교사 12명이다.

2) 현재 단원고등학교 피해자들은 8군데의 추모시설에 흩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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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럼대학교 Institute of Hazard, Risk and Resilience 연구소의 레나 도미넬리

(Lena.Dominelli)의 그린소셜워크(Green social-work) 재난가이드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피해당사자와 함께 극복하는 사회

  영국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사회가 가진 시스템

을 이해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뿌리였던 영국은 현재까지도 의료, 사회복지 등을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 영국교민은, “국가의 이러한 역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는 국민인 나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깊은 신뢰를 영국 국민들이 가지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내각 내 CCS(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재

난을 대비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2차 대전 이후, 전쟁

이 아닌 홍수, 전염병, 테러, 기차탈선 등의 재난이 반복되어 현재의 재난 시스템을 유

지하기 위한 법3)을 만들었다. 그러나 약 30년 정도 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다. 자원봉사자들이 재난 발생 시 분명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영국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 내에서는 아직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지금 소개하는 시스템과 가이드 안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고 규정할만

한 것이 없다. 다만 향후 만들어 가야할 한국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법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영국 내각은 한국의 중앙정부와 같은 위치의 공공기관이다. CCS는 그중에서도 영국

사회 내 재난을 위한 대비 및 대응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재난 대응 및 대비를 위한 

영국의 전사적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은 

“재난을 대응하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주민이다.” 였다.

영국 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하는 기관은 내각의 CCS, 지방의 LRF(Local Resilience 

Forum)이 각 시, 구에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LRF는 각 지역사회 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사회복지 영역 등의 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의 포럼이다. 런던의 

경우, 170여개의 기관 및 기업, 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응, 대비, 가이드 점검 및 대응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사회 대응 과정에 참관자로 참여하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 및 

인적자원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3)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민간비상대비법. 국가(영국)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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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교수도 동일하게 이야기 한다. 

 ‘They guide you!’ 

 재난 피해자는 자신이 조정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가족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일 수 있으며, 그 스스로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입기도 한다.  회복탄력성

(Resilience)은 그들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

가기 위한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일이다. 재난을 대응하는 일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성을 회복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재난을 

직접 겪은 당사자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당황한다. 또한 가장 필요한 상황, 욕구, 요구를 다른 누군가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선의도 상대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저 

예측에 의한 것이라면, 선의라 할지라도 잘못된 선의일 수 있다. 재난 피해자 스스로는 

상대에 대한 신뢰와 함께 피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스스로 참여하는 만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위한 힘을 더 낼 수 있다. 이에, 레나교수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가진 자발적인 힘을 신뢰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

한다. 이러한 재난을 겪는 지역사회 속 지원을 위한 참여를 위해 이를 돕는 사람은 몇 

가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재난을 실천할 때의 원칙]

 ∙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 피해를 일으키지 말 것

 ∙ 비밀을 유지하기

 ∙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그들을 <피해자>로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로 보기 

 ∙ 강점중심의 관점으로 일하기

 ∙ 지역사회주민,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하기 

 ∙ 지역사회의 독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 관련 이슈를 규정하기

 ∙ 안전보장하기

 ∙ 자원에 접근하기 

 ∙ 돕는 자신을 돌보기

 [지역사회에 참여해 재난을 지원할 때 원칙]

 ∙ 신뢰와 공감을 가장 우선하기 

 ∙ 상호성과 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일하기

 ∙ 책임성과 연대의 정신을 유지하기

 ∙ 집합적 행동을 함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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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과 자원개발 과정과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 개인적 관심과 구조적 관심의 연결 지어 행동하기

  영국에서 만난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실천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재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정보를 

어떻게 꼼꼼하게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위험에 대한 정보전달이 쉽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들은 가가호호 방문하고 

묻는 방식을 통해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했던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다. 1년에 한번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방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재난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속적인 경험 축척을 위한 노력들이었다. 

  우리는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사회와 그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다른 이의 삶을 돕겠다는 희망 속에 당사자의 힘에 대한 신뢰는 존재했는가?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위한 가능성을 믿고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극복

을 위한 지원을 해왔는가?

  한국사회의 재난 속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이 질문에서 그렇다 답할 수 있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들에는 그렇지 못해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생명존중의 사회적 가치 공유,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모두가 가장 바랄 것이다. 그러한 사회를 만

들기 전까지 아직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재난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그 때까지 위의 질문을 통해 

재난을 극복해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원칙을 실천함으로서, 재난이후 자원봉사

자의 노력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상태의 지역사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Dominelli, L., 2013a, "Enviornmental justice at the heart of social work practice; Greening the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2: 431-439

Dominelli, L., 2013b, "Disaster Interventions and Humanitarian Aid Guidelines", Toolkits and Manual

우리함께, 2016 “재난피해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기록자료

 박성현, 안산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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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특집

재난 피해자 지원 자원봉사

Kent Harrison Emergency Social Services(KHESS): 재난 피해자 무상 지원 체계 구축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재난대응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서부 지역, 대표도시: 벤쿠버)의 지방자치단체인 

아가시즈(Agassiz)와 해리슨 핫 스프링즈(Harrison Hot Springs)는 서로 협력 하에

KHESS(Kent Harrison Emergency Social Services)를 조직했고 2013년부터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재난 피해자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개 요

•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ent Harrison 

Emergency Social Services(KHESS))는 재난관련 사회복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선례가 있고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배 경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는 몇몇의 성실한 지역 주민들이 설립

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해산되었고 당시에는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이 없었음

• 2013년 Pierre Groenenboom(KHESS 대표)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무상 지원 시스템을 구상함

 

– 운영 방식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의 대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칠리왁(Chilliwack)의 긴급 화재출동대의 신고를 접수

• KHESS는 아가시즈(Agassiz) 소방서에 신고 내용 전달하고 아가시즈

(Agassiz) 소방서는 소방대원에게 출동 명령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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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왁(Chilliwack) 긴급화재출동대는 재난 진행 상황을 KHESS에 보고함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는 이후 빅토리아(Victoria,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수도)의 재난관리센터에 보고

• 재난관리센터는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에 재난 관련 업무 

수행 지시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는 재난 피해자들에 3일 동안 숙소, 식량, 

의류, 지원키트,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

했으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피해자는 숙박 가능 기간을 연장해줌

    

– 운영 현황

• 2016년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는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아가시즈(Agassiz), 해리슨 핫스프링스

(Harrison Hot Springs), 씨버드 섬(Seabird Island)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15개의 가정(43명)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함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 운영자금 및 재난 피해자 지원 비용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응급관리처(emergency management B.C.)가 제공함. 

단,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음

– 현재 상황

• 켄트 해리슨 응급 사회서비스(KHESS)는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12명 정도를 채용 할 예정임. 나이 및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 가능함

• 자원봉사자가 충원되면 더 많은 지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면 재난과 관련된 식량 준비, 문서 작성, 재고 관리, 

계약 관리, 재난 관련 업체 관리, 재난 연구 및 조사와 같은 일을 더 수월하게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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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mergency Social Services                               그림. 왼쪽부터 KHESS 대표, Agassiz 소방서 재난 담당자)

http://www.agassizharrisonobserver.com/community/418411863.html

http://www.district.kent.bc.ca/dh-emergency-services.html

http://picssr.com/photos/79225784@N06/favorites/page897?nsid=79225784@N06

통·번역봉사단 이명동, myungdong10@

http://www.agassizharrisonobserver.com/community/418411863.html
http://www.district.kent.bc.ca/dh-emergency-services.html
http://picssr.com/photos/79225784@N06/favorites/page897?nsid=79225784@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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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특집

공동체 회복 탄력성, 왜‘사람’이 중요한가?

재난 등 위기에서 공동체 회복의 탄력성에 대한 정의와 효과성

미국 / 공동체 회복

원문: Six Foundations for Building Community Resilience, Post Carbon Institute

◦   본 글의 저자 Daniel Lerch는 이 시대의 위기를 4E로 규정 짓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여섯 가지의 기초를 탄탄히 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위기는 생태계(ecology), 에너지(energy), 공정성(equity), 

경제(economy)임

–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과 사회, 국가,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을 갖는게 매우 중요함

– 본 자료는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이루기 위한 6가지 기초로 사람(People),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적용가능성(Adaptability), 변형가능성(Transform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용기(Courage)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요소인 사람(People)에 대한 자료임

◦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과 사회, 국가,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회복탄력성은 사람, 시스템적 사고, 적용가능성, 변형가능성, 지속가능성, 용기를 

기초로 구성되며, 본 자료는 그 중 사람에 대한 내용임

◦   사람. 왜 사람이 중요한가.

– 정체성(Identity)

• 공동체의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파악

•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공동체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

• 또한 공동체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사회적 강자뿐 아니라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구성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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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정체성은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Value)가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

한지?” 등의 문제를 끝없이 질문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음

– 효과성(Effectiveness)

•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 열린 자세, 참여가 있어야 구축해 갈 수 있음

•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며, 상호 협조를 통해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연대의식이 형성

될 때 어떠한 형태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김

•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진화하게 

되며 더욱 성장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이 결합하고 참여할 때 회복탄력성의 효과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됨

http://www.postcarbon.org/wp-content/uploads/2015/11/Six-Foundations-for-Building-Community-Resi

lience.pdf

자원봉사 이음, 「세계는 지금」 학습모임 

http://www.postcarbon.org/wp-content/uploads/2015/11/Six-Foundations-for-Building-Community-Resilie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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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는 난민지원 자원봉사

난민이 참여하는 난민대상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기여

독일 쾰른시 / 난민지원

◦   독일에서의 시리아 내전 난민청소년대상 자원봉사 사례

– 경과
• 단지 그의 이름으로만 알려진 무트나(Muthna)는 2015년에 시리아를 떠나 

독일에 옴

• 시리아 내전으로 그의 중학교가 파괴된 후, 그는 독일 쾰른의 교육 기관에 

9학년으로 등록해야 했음

• 독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17살 미만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배정되었음

• 그 자원봉사자는 독일 연방 자원봉사 서비스(독일어로 Bundesfreiw lli-

gendiest für Flüchtlinge)가 주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에게 소개함

• 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흥미로웠고, 2016년 9월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함

– 주요내용
• 그는 9살에서 18살까지의 어린 난민아이들에게 자신이 잘 하는 롤러스케이트를 

가르쳐 주기로 함

• 아이들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난민 수용소까지 늘 버스를 타고 이동  

• 무트나(Muthna)는 자원 봉사 활동의 결과로 독일어가 늘었고, 더 유창해지기를 

바라고 있음

• 또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중 일부는 독일사람으로 그들과 매우 

가까워졌음

• 봉사활동은 봉사자인 무트나(Muthna)의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독일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됨

• 또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장벽을 깰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

•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느낌

• 다른 난민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봉사 활동에 참여를 권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을 1년 더 연장하였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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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난민의 독일에서의 기술지원 봉사활동 사례

– 경과

• 28살 무하나드트로(Muhannad Tolo)는 2015년 말에 시리아에서 독일로 와서 

그의 친구 중 한 명을 통해 이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알게 됨

• 그는 시리아에서 번역을 배웠고 그의 능숙한 영어가 자원 봉사 활동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됨

• 그는 난민들을 돕는 독일 단체에서 기술 지원 봉사를 했음

– 주요내용

• 전통적인 언어교육 과정은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 통합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이 이러한 것을 제공해주었음

• 또한 무하나드(Mohannad)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같은 또래의 친구를 사귀고 

공통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

• 그는 정보 통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음

◦   프로젝트 개요

– 이 프로젝트는2016년 가을에 난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고안됨

• 쾰른시 자원봉사자 사무국은 시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

• 난민들은 최소 21시간에서 최대 40시간 근무 가능한 자원봉사 계약서에 서명함

• 봉사자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라라(Lara)에 의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한달에 100유로에서200유로 정도의 보상을 받고 또한 건강보험과 실업

보험을 받게 됨

• 쾰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 문화, 스포츠, 그리고 다른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단체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음

• 자원 봉사자들은 봉사를 끝내게 되면 증명서를 받음

•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계자인 커쉬

(Kirsch)씨는 “자원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는 동안 정규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또한 고국의 업무현장과 다른 독일의 업무현장에 대해서도 배우며, 이 봉사경험은 

미래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강조

• 최소한의 프로젝트 참가 기간은 6개월이고 2019년 초까지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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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은 난민들의 봉사활동을 찾는 첫걸음, 즉 이력서 작성, 

그리고 난민들의 능력과 가능성에 따른 적합한 장소 찾기를 도와주어야 함

• 커쉬(Kirsch)씨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가하라고 독려함. 

왜냐하면 공동의 경험이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통합을 증진시키기 때문임

• 난민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문화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https://www.europebreakingnews.net/2017/04/refugee-volunteers-help-

each-other-to-integrate-better-germany-guide-for-refugees-dw-com/

통·번역봉사단 전유정, uj9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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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시리아 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재난지역 난민지원 자원봉사

캐나다 토론토시 / 난민지원

◦   세계 물의 날: 캐나다 험버대학 시리아 난민에게 깨끗한 물 제공

– 개요

• 세계 물의 날을 기리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험버 대학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제공할 1회용 정수 패키지를 포함한 구호 물자를 박스에 

담는 행사가 열림

– 행사 의의

• 깨끗한 물과 기본 구호물자 등이 필요한 시리아 국경 근처에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

• 국재 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배운 이론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깨끗한 물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20억명의 사람들이 정수되지 못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고 이로 인해 질병을 얻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함

• 정수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을 강조 

– 주요내용

•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난민 지원 프로그램 

• 캐나다 10대 자원 봉사 단체인 글로벌메딕(Globalmedic)에서는 재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함

• 2010년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에서 수송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드론 

프로그램 고안

• 재난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도와주기 위해 재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 최첨단 캐나다 드론을 사용하여 수백장 또는 수천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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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적용된 적 없는 고립된 사람들에게 드론을 통해 지원품을 배송할 

방법 고안 중

• 드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임팩트 챌린지

(global impact challenge)에 최종 후보로 오름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humber-college-syria-globalmedic-1.4034414

통·번역봉사단 김지희, poohpoohpooh@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humber-college-syria-globalmedic-1.40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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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영화를 읽어드려요.

“마음의 극장”  10주년, 천진시 수 천명 자원봉사자들의 사랑 나눔

중국 천진시 / 장애인 복지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해설 등 문화나눔 봉사활동

– 소개

• 2017년은 “마음의극장” 자원봉사단 창립 10주년인 해임

• 10년간, “마음의극장” 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해설을 계속해오고 시각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줌

• 이같은 끊임없는 노력이 천진시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장애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이끔 

– 배경

• <SHENG MING ZAI XIAN>다큐멘터리의 창시자 王伟力(Wang Wei Li)는 

촬영중 장애인들이 사회의 이해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에 감동하여 

“마음의 극장” 및 “마음의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구성함

• “마음의도서관” 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도서관임

– 주요현황

• “마음의 극장”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총 645차례의 

영화 해설을 함

• 그중 자원봉사 지원자의수는 5,825명에 달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수혜 인원은 

17,709명에 달함 

• “마음의 도서관”은 일본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한 DAISY 도서제작 기술을 

전수 받았음

• 2011년 1월29일 “마음의 도서관” 설립부터 2016년까지, 747권 음성DAISY

도서 및 141권 전자책을 만듬

• 전국 101개 시각장애인학교의 7,293명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48,536명이 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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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서비스

• 매월 셋째주 주말 시각장애인 영화해설 공익활동 주최

• 시각장애인 대상 길안내 봉사(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서 대기)

• 자원봉사참가방법: 신청사이트(www.tjzyfw.com)

• 자원봉사 해설자들은 해설할 영화를 3번 이상 본 후 해설 참여

           그림. 시각장애인에게 영화 해설 중인 모습

http://www.tjzyf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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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시각장애인을 도와 에스코트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http://news.enorth.com.cn/system/2017/04/16/031729183.shtml

http://www.wenming.cn/wmpl_pd/msss/201703/t20170317_4122444.shtml

http://www.bj.xinhuanet.com/bjyw/2017-03/14/c_1120623299.htm

통·번역봉사단(중국현지) 박지원, 2012ekdlwhqm@

http://news.enorth.com.cn/system/2017/04/16/031729183.shtml
http://www.wenming.cn/wmpl_pd/msss/201703/t20170317_4122444.shtml
http://www.bj.xinhuanet.com/bjyw/2017-03/14/c_11206232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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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우리가 봉사를 하는 3가지 이유

개인적 유익, 관계적 요인, 믿음이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동기임

미국  / 참여동기

◦   내적 동기와 외부자극

–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내부에 있음

•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함

•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활동을 하지 않음

•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각 봉사자들의 내부 동기를 자극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임

– 내부의 동기를 일깨워주는 외부 자극

• 많은 사람들은 총 3가지 단계의 동기부여에 반응함

• 기본적인 단계: 자급자족적인 추진

• 두 번째 단계: 관계적인 추진

• 가장 높은 단계: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추진

– 개인적 유익을 충족시키는 자급자족적 자원봉사

•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단체에 가입함

• 그 필요가 때로는 업무와 관련될 수도, 우정일 수도, 소속감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음

• 많은 단체들은 소속된 회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가들을 일원으로 끌어들임

• 인맥 형성(네트워킹)은 자원 봉사의 놀라운 기회이고 이익임

• 봉사를 한다면, 새로운 일을 얻게 됨

• 현명한 모집자들은 윈/윈 상황(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찾음

• 단체는 봉사자의 전문적 기술과 열정(아무래도 고객을 찾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죠)으로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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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는 연사, 강사, 또는 상담자를 찾고 있는 고용자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이득을 얻음

• 정당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보통 이 기본 단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

• 개인적인 유익, 예를 들면, 세금과 같은 재정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 활동에 참여함

• ‘내가 만약 이 후보를 뽑는다면, 내 사업이나 과세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인턴(조직이나 회사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훈련을 받는 사람) 또한 자급자족

적인 봉사의 다른 예

• 직업을 얻기 위해 경험을 쌓기 원함

• 더 나아가서, 대부분은 멘토(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경험자)와 강력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

• 만약 우리가 이 기본적인 단계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단체에서 일하면 얻게 될 개인적인 유익을 강조함

–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 사람들은 우정에 의해 자원 봉사를 하기도 함

• 친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봉사하기를 부탁한다면, “아니”라고 거절하기가 힘듦  

• 관계 마케팅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 중 하나임

• ‘관계에 투자’(I.I.R, Investing In Relationships), 는 내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요인중 하나임

• 정치인들은 왜 악수를 하고 아기들에게 뽀뽀를 할까요?

• 많은 이들이 친구의 권유로 단체에 가입하고 봉사자로서 일을 함

• 모집 자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면 유익한 점은 영향권 확장의 시너지(동반 상승)

효과로 인해 창조적인 집단 사고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는 것임

– 믿음에 기반한 봉사활동

• 믿음의 단계는 가장 견고한 헌신의 수준임

•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유에 동조하고 열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우리는 

가장 헌신적인 단계에 다다른 것임

• 만약 사람들이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을 굳건히 믿으면, 개인적인 희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활동 의욕이 지속됨

• 이것은 간디나 마더 테레사 수녀 수준의 진정한 내적 동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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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고 믿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원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임

• 이것은 가장 수준 높은 동기임

– 종합

• 비록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자급자족)나 두 번째(친구 때문에) 단계에 의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게 됨

http://www.volunteerpower.com/articles/why.asp

통·번역봉사단 심안나, annashim9@

http://www.volunteerpower.com/articles/wh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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