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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세계 속 자원봉사』 제2호에서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2호에서는 

 - 사회통합을 이끄는 난민의 사회참여, 독일 

 - 농산물과 지역사회가 함께 자라는 도시정원, 미국 

 - 일상적인 연결과 관계를 통한 변화 만들기, 영국 

 - 주민의 참여로 보존되는 지역공원, 캐나다 

 - 지속 가능하게 한 주 살아 보기, 영국 



 

사진출처: UNHCR  website 

독일,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는 소말리아 난민  

독일의 퓌르스텐발데 소방서에서 젊은 자원봉사자가 소방차의 기어를 살펴보고 있다. 37

살의 유수프 압디라힘(Yusuf Abdirahim)은 소말리아 출신으로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다.  

그는 독일에 온 이후로 꾸준히 소방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자원봉사자

들은 베를린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퓌르스텐발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기 위해 

온다. 유수프는 이미 기초교육인 트룹만 1(Truppmann 1) 훈련을 마쳤으나 실전에 투입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번의 시험이 남아있다. 특히, 독일어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수프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 그가 11살이 되던 해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예멘으로 

피난을 떠났다. 다행히 예멘에 잘 정착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단란한 가정도 꾸려나갔다. 

2011년부터는 예맨 적십자사에 가입하여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4

년, 예맨 내전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한 번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 예맨을 탈출하여 긴 여정 

끝에 2015년 7월에 독일에 도착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과 두 명의 자녀들은 아직 

예멘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독일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는 소방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유수프는 심리적 위안을 받기도 한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에 대

한 걱정을 몇 시간이나마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방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스탄스돌프(Stahnsdorf)와 오라니엔부

르크(Oranienburg) 난민 신청자 숙소에서 실수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사고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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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내가 그 곳에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회통합을 이끄는 난민의 사회참여 
 

자료출처 

UNHCR 

http://www.unhcr.org/news/
latest/2017/12/5a37a82e4/
somali-asylum-seeker-
volunteers-local-german-fire-
brigade.html 

사진출처: UNHCR  website 

다. 유수프는  숙소 거주자들에게 아랍어와 소말리아어로 화재경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였고, 화재 시 대피방법에 대

해서도 교육하였다.  

독일 소방협회장인  할트무트 지에브(Hartmut Ziebs)는 소방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도움에 감사인사를 전

하며, 독일 내 3,000명의 난민 소방대원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를 더 다양

하고 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백 만 여 명의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은 독일 사회 내, 특히 지방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소방활동 뿐 아니라 이방인이 지역사

회 주민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독일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기도 한다.  

유푸스는 그의 몸에 맞게 제작된 새로운 소방대원 유니폼과 헬멧, 장화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그는  소방서의 일원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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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e Seattle Times / 시애틀시 P-Patch 프로그램 웹사이트(P-Patch 가든 지도) 

미국,  도심 속 커뮤니티 가든을 통한 지역사회 결속 및 성장 

미국 시애틀의 P-Patch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73년 Picardo 가족이 시애틀 시에 땅의 일부를 

저렴하게 양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시애틀 시의 마을과(Department of Neigh-

borhood)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P-Patch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단지 개인의 텃밭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시

민참여 확대, 유기농 재배법 학습, 친자연적 생활 문화 조성,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빈민 지

원, 세대 및 문화간 교류 등의 기회를 가졌다. 

P-Patch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간 사용료를 내고 개별 텃밭에 자신이 원하는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푸드뱅크나 음식기부에 사용되는 농작물을 가꾸는 공

동 텃밭인 ‘Giving plot’을 가꾸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작년에는 28톤의 수확물을 기

부했으며,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청년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

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농산물을 지원하기도 한다. 

시애틀 내 90개의 P-Patch 가든이 있으며, 3,125명의 참여자들이 3,055개의 텃밭 운영

에 참여하고 있다. 가든의 사이즈는 상이하며, 가장 큰 규모의 가든은 Thistle 가든으로 크

기는 3,000평 이상이며 가든 내 77개의 개별 텃밭이 있다. 가장 작은 규모는 Ida Mia 가든

으로 20평 정도 크기이며 3개의 개별 텃밭이 있다. 각각의 가든은 지역 및 상황에 맞게 운영

된다. 몇몇 가든은 고설식 장비(raised-beds)를 설치하여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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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든은 단순한  

공통 텃밭을 넘어 지역주민

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임의 공간이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며 책

임감을 배우는 학습공간이며, 

도시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실천의 장이다” 

농산물과 지역사회가 함께 자라는 도시 정원 
 

자료출처 

The Seattle Times 

https://www.seattletimes.com/
pacific-nw-magazine/
vegetables-volunteerism-and-
community-grow-together-in-
our-popular-p-patch-
gardens/ 

사진출처: 시애틀시 P-Patch 프로그램 웹사이트 

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Patch 프로그램은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개별 텃밭이 없는 공통 텃밭(collective gar-

dens), 기부를 위한 텃밭, 음식 숲(food forest)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가든 모델을 실험함으로써 이을 시작하는 주민들

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애틀 시는 P-Patch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지도를 통해 각 가든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

다.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주민에게 열려 있지만 P-Patch 가든 참여 수요가 높아 위치에 따라서 대기기간이 3개월에서 4년까

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가든은 농작물 재배공간 뿐 아니라 피크닉 공간, 벤치, 화단, 교육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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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이란? 

커뮤니티 가든은 보통 도시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동 공간을 말한다. 단순히 공용 텃밭을 넘어 지역주민

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간 유대감을 나누고, 일정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을 배우고, 도시의 생태계를 건강

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작은 개별 텃밭을 빌리고, 그 외 공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고 이를 유지하고 가꾸는 일은 함께 참여한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대화, 모든 관계 속에 서  

서로를 연결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 좀 더 ‘우리(Us)’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소한 순간들을 중요시하자 

좀 더 함께하자 

서로에게 연결되자” 

사진출처: Be more us website/ The Guardian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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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 Be More US 

최근 영국의 성인 반절 이상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지 오래되었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런 결과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것이 최근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모든 연령대에

서 많은 국민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기관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특히 자

원봉사 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에서 계급, 인종,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외되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분야는 이미 미술, 음악, 스포츠, 자연, 봉사활동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

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활동을 만들어왔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엄청난 가치를 배울 수 있으며 서로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 Be More Us의 ‘외로움 끝내기(End Loneliness) 캠페인’은 타인과의 짧

은 연결(Small moments of connection)만으로도 외로운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

화를 가져온다는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짧은 연결은 간단하고 매일 매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누군가에게 안녕(Hi)이라고 인사를 하거나, 상점에

서 만난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 영국 전역에서 

열린 워크샵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서의 우정과 타인과의 연결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들

었으며, 10명 중 9명의 사람들이 짧은 순간의 타인과의 연결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상적인 연결과 관계를 통한 변화 만들기 
 

자료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voluntary-sector-
network/2018/may/16/
loneliness-charities-voluntary-
organisations-communities 

사진출처: Be more us website 

Be More Us는 이런 연결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연결과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주변에 조

금 더 자신의 곁을 열어두자는 운동이다. 생활 속에서 우리(Us)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참여하기 - 이웃과 당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알아가자. 당신의 지역 내 정기적으로 만나는 커뮤니티 모임이 있다면 가입하자. 

페이스북이나 nextdoor*를 통해 소식을 알 수 있다. *nextdoor: 지역사회 내 소식을 알려주는 웹사이트 

2. 모르는 사람과 대화 시작하기– 이어폰과 핸드폰을 내려놓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자.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것으

로 시작하자. 버스를 기다리며 오늘의 날씨나 버스가 늦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당신이 건넨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대화

할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의 유일한 대화일 수 있다.  

3. 친구에게 전화하기–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일주일에 10분을 투자하여 전화를 걸자 

4. 만남갖기 -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가족에게 연락하여 맥주 한 잔, 커피 한 잔의 만남을 제안하자.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5. 핸드폰 내려놓기 도전– 하루동안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옆 사람과 진짜 연결을 만들어보자 

6. 여가 클럽 가입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가입하여 함께 즐기자 

7.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친구 맺기 - 보통은 비슷한 연령끼리 친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

나 시각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당신이 8살이던 86살이던 우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8. 봉사활동하기 - 봉사활동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며, 동시에 당신의 기술을 확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친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 봉사활동을 위해 당신의 모든 여가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며 작은 활동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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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지원금 활용한 공원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남부에 위치한 키치너(Ketchener) 시의 레이크사이드(Lakeside) 공

원 주변 지역 시민들은 최근 시가 주최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레이크사이드 공원은 아름다운 호수와 거북이와 철새, 코요테들이 사는 목초지가 있는 평화

로운 지역 내 숨은 보석같은 곳이었다. 몇 년 전 키치너 시에서 공원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면

서 조류관찰자나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고, 가족단위의 방문객도 증가하며 공

원은 더욱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록 쓰레기가 많아져 

공원은 더러워졌다. 

Klaver씨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공원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고, 같은 뜻이 있

는 사람들을 모아 레이크사이드 공원 실행그룹을 만들었다. 그들은 활동 운영비 마련을 위

해 지역 시가 진행하는 플레이스 메이킹 챌린지(Place Making Challenge) 보조금 프로

그램에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천 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공동체 

텃밭(Community garden)이나 교통소음 감소장치 설치 등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

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들은 2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재활용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담배꽁초 쓰레기통 

총 세개의 쓰레기통을 구매하였다.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모아진 꽁초는 TerraCycle이라

는 재활용 회사를 통해 종이와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 재활용된다. 주민들은 공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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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가 모든 시설의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일은 

어렵지만, 지역주민이 주변 

시설의 환경정리를 하는 일

은 쉽죠. 더 많은 주민들이 이

런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

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로 보존되는 지역 공원 
 

자료출처 

The Record.com 

https://www.therecord.com/
news-story/8967225-residents
-launch-recycling-program-in
-neighbourhood-park/ 

 

사진출처: google 

못 사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재활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들어 부착하였다. 주민들은 쓰

레기통 청소 담당 조를 편성하여 매주 차례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아진 캔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주민 중 한 사람의 집에 모아두었다 재활용품 수거일자에 처리하고 있다.  

Klaver씨는 재활용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시 정부에 공원 내 재활용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으므로 지역주

민이 스스로 주변 공원이나 축구장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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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생활습관 체험 

10월의 한 주간 Energy Saving Trust 사무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주(Sustainability 

Week)’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런던 사무실 뿐 아니라 영국의 각 지역의 사무소와 

벨파스트에 있는 아일랜드 지역의 사무소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상의 

활동들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되었다. 

월요일 -  지속가능한 식사 : 첫째 날은 프로그램 및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토론 시간동안 비건(vegan, 채식) 스낵, 유제품 미함유(dairy-free) 치

즈, 훈제두부, 초콜렛 등의 스낵을 함께 나누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자료가 이메일로 공유되어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요일 -  벌(bee) 지키기 : 옥상에서 양봉을 하는 곳에 다녀온 직원의 아이디어로 각 사무

실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지역의 꿀을 보내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

다. 야생화 씨를 보내어 내년 여름에 벌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근처에 심도록 했다 

수요일 -  퀴즈 데이 : 직원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TV, 영화, 상식문제와 재생에너지, 기

관 프로그램의 환경영향성관 관련한 퀴즈에 참여하고 맞춘 사람은 선물꾸러미를 받았다 

목요일 - 쓰레기 만들지 않기 : 사무실 내 빨대, 칫솔, 샤워젤, 샴푸, 메이크업 리무버 등 가

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의 대체품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 내  Zero waste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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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한 주간 실천하는 것으로 

생활의 변화 만들기를  

시작해보세요” 

지속 가능하게 한 주 살아 보기 
 

자료출처 

Energy Saving Trust 

http://
www.energysavingtrust.org.uk/
blog/sustainability-week-
energy-saving-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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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Zero waste shop: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상품, 겉포장을 하지 않

은 상품, 대용량이나 리필용품을 판매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 

금요일 - 그린 마일 :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직원들이 점심시간 및 한 주간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자전거를 사용해본 직원은 평균적으로 속도가 시속 29km로 긴 거리도 출퇴근 할 수 있

을 것 같고, 오르막길로 큰 어려움없이 올라갈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을 공유하였다 

사무실에서 지속가능한 주(Sustainability Week)를 진행하기 위한 팁! 

 한 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룹 조직하기. 프로그램을 주도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최근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지 뉴스를 찾아보며 주

제를 정할 수도 있다 

 각 요일에 진행할 활동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줄 참고자료를 준비하자 

 모든 직원들에게 한 주간의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자 

 활동이 시작되면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그 날의 주제와 활동에 대한 안내메일을 보내자. 참여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으면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좋은 자료가 된다. 활동내용을 외부에도 알릴 수 있도록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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