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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은 2017년부터 국제사회에 서울동행의 사례를 전파하고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행에 참여한 대학생 중 

우수 봉사자를 선발하여 해외 기회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발

된 대학생들은 직접 현지에서의 활동 기획 및 교류기관 섭외를 진행

하고, 연수종료 후에도 지원금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연수 전 운영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올해 해외연수는 다양한 자원봉사 경험을 가진 아시아 지역의 청년 

및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각국과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직면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으

로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2019년 해외연수 개요

기    간     2019. 11. 8. (금) ~ 2019. 11. 17. (일), 8박 10일

국    가     태국(방콕)

참가자     12명(서울동행 참가 대학생 11명, 서울시센터 인솔자 1명)

2019년 서울동행
대학생 해외연수
소개

다 같이 방콕으로, 6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다.

출라롱콘 대학교 봉사동아리 CVVC 학생들과 함께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이 주최하는  캠페인에 참가했다.

11. 08 (금)

11. 09 (토)

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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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뚜짝 주말시장에서 신나는 쇼핑을 즐기고, 과거 태국의 옛 왕조 수도인 아유타야에서 사원을 방문하고 지는 노을을 보
았다.

유스 컨퍼런스에서 워크숍, 문화의 밤, 봉
사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새
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3박 4일간 진행된 지역컨퍼런스에서는 아
시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왕궁과 방콕에서 가
장 아름다운 사원 중 하나로 꼽히는 왓아룬 
사원을 탐방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아태경제사
회이사회(UNESCAP)에 방문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태국 친구와 마지막 인
사를 나누고 아쉬움을 안고 한국으로 귀국!

11. 10 (일)

11.11 (월) - 11.12 (화)

11.12 (화)-11.15 (금)

11.16 (토)

11.15 (금)

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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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만남

09. 25 오리엔테이션

10. 05 워크숍

10. 08 활동준비 회의

10. 12 컨퍼런스 주제 이해 교육

면접 후 첫 만남은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었다. 각자 어떤 취지로 동행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명 받고 기획팀, 자료팀, 예산팀, 기록팀으로 팀을 나누어 각각 주도해서 맡을 내용을 분배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늦은 저녁, 기획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

의하기 위해 준비회의를 진행하였다.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

행할 것인지, 현지 대학생들과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

관방문을 위한 요청 메일은 누가, 무슨 내용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가 가고 싶은 많은 곳 중 문화탐방은 어디로 갈 것인지 팀

을 나누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방문도 봉사활동도 

모두 현지 기관에서 답변이 와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지만 일단 모든 가능성

을 열고 부딪혀보기로 하였다.

첫 주말 모임은 안국역 인근에 위치

한 다락방구구에서 진행되었다. 첫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

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자기소개

를 비롯하여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을 가지면서 모두가 웃음을 띌 수 있

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방콕 해외 연

수에 앞서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것

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각자 생

각해온 문화탐방, 기관탐방과 관련

된 연수 내용을 발표했고 이를 구체

화할 수 있었다. 이후 ‘어둠 속의 대

화’라는 전시체험을 통해 더욱 더 친

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참여하는 IAVE 컨퍼런스 중 유스컨퍼런스 각 세션에

서 다루게 될 주제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위치온의 김난희 대표님이 우리가 조

사한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과 컨퍼런스에 가기 전 좀 더 

공부해가면 좋을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사전에 세

션 주제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

해 IAVE 컨퍼런스에서 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다루

는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임팩트 측정이 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지, 사회문제 분석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컨퍼런스

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당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

보가 부족하여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료조사를 해야 했고, 실

제로 유스컨퍼런스 당일 현장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우리

가 조사했던 내용에 괴리가 있어 아쉽게 느껴졌다. 

국내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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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매너에 대

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팀원 중 태국에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온 수민이가 태국의 예절, 언어, 주의해야 할 

점 등 전반적인 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생소했던 태

국문화에 대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지윤 대표님으로부터 국제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켜야 할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배

웠다. 처음 만나 인사하는 방법, 악수하는 방법, 문화차이에 대

처하는 방법, 적절한 대화 주제, 프레젠테이션 방법, 식사 에티

켓까지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상식들에 대해 배웠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컨퍼런스

가 조금은 친근해졌고, 좋은 팁들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9월부터 시작된 연수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정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교육들과 

회의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해외연수를 통해 

무엇을 얻어오려 하는 것인지 상기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리

고 앞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가장 중요한 규칙과 이를 어길 시 벌칙을 정하였

다. 단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엄선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모두 잘 지켜졌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

unteer Effort, IAVE)는 1970년 창립된 세계 유일의 자원

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

드는데 필수적인 자원봉사가 글로벌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걸쳐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IAVE는 자원봉사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장하

는 논의의 장으로써 격년마다 세계컨퍼런스(World Con-

ference)와 지역컨퍼런스(Regional Conference)를 개최

한다.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퍼런

스가 열렸으며, 2017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서 아•태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내년에는 아랍에미레이

트의 아부다비에서 세계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일        자

장        소

주        제

세부주제

2019. 11. 11. (월) ~ 11. 15. (금)

태국, 방콕

자원봉사의 힘 드러내기

(Unlocking the Power of Volunteering)

- Make the invisible visible

- Simple but not simpler

- Stronger together

- Flipping SDGs conversation

- Unlocking the lock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및 컨퍼런스 소개 

2019년 IAVE 아시아
태평양 자원봉사
컨퍼런스

2019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 개요

컨퍼런스
소개 및 일정

11. 02 글로벌 매너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11. 05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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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의 유스컨퍼런스는 탐마삿 대학

교의 랑싯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워크

샵 주제별로 참여형 활동을 통해 사례 분

석과 문제해결 방안을 고안해 내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유스(youth)’에 초점

을 맞추어,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

갈 것인지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유스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은 IAVE 이

사인 Nichole Cirillo의 환영사로 시작되

었다. 이번 아태 컨퍼런스의 태국 주최

기관인 Volunteer Spirit Network 관

계자의 환영인사에 이어 탐마삿 대학교

의 Prinya 교수님의 키노트 연설이 있었

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란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자발적으

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적

이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청

년 참가자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아

이스브레이킹 활동이 진행되었다. 처음

에는 쭈뼛쭈뼛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름과 얼굴을 익혀가며 많은 참가

자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유스컨퍼런스
11.11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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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preneur Indonesia의 Dessy Aliandrina 박사와 그녀의 

팀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디자인 띵킹(Design thinking) 방법에 대

해 배웠다. 

먼저 디자인 띵킹에 대한 기본개념과 5 단계의 과정(empa-

thize – define – ideate – prototype – test)에 대해 영상자료

를 활용하여 강의를 해주셨다. 첫 번째는 한국의 S-oil에서 공

회전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한 

화살표 모양의 풍선 예시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쉬

우면서도 동시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영상은 길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

을 고안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영상에서 학생들

은 직접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아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

는 방법을 익혔다.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공감

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직접 역할을 맡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Dessy 박사님은 문제를 바라보면 많은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 현상들이 일정한 패턴을 띄고 있을 확률이 높으

므로 그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대상에 봉사활동을 할 것

인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모든 단계에서 머리

로 많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생각은 단순하게 하고 적용을 많

이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단계마다 배운 내용을 적

용하여 팀 활동을 진행하고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해당 세션은 Hand Up Volunteer Thailand의 Sorrawut 

Pingkhalasai 대표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워크샵을 진

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 기술(Technology) 세 가지 주제에 

대해 2050년까지 청년 자원봉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팀 별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 팀이 되어 청년들이 각 주제와 관련

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았는데, 

먼저 주요한 문제와 달성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후원자가 필요하고, 누가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전지에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기

후변화 팀에서는 공공캠페인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

는 행동들을 막아보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동아리나 단체가 지구온난화

의 심각성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고,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학생들 스스로 무

심코 했던 습관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영상

이나 사진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다. 개인단위에서 교실단위로, 그 다음에는 학교단위로 캠

페인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습관변화가 확산되며 사회적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각 팀의 논의의 시간을 

마치고 각 팀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다른 팀

들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앞으로 문제분석과 해결책을 찾을 때 디자

인 띵킹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모든 팀들의 발표를 듣지 못해서 아쉬웠고,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가 비슷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팀 논의를 하면서 각 국가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와 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기

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고, 최근 들어 강도가 심해진 폭풍우, 해수면 상승,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각 국가마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

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지만 환

경난민을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

들을 들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참가자 소감

참가자 소감
브레이크아웃 세션

워크샵2: Exploring and brainstorming about future of youth volunteering in next 10 years

워크샵1 - Practicing problem analysis and how to develop volunteering projec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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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션은 장 당 20초씩, 총 20장의 슬라이드로 발표를 

하는 페차쿠차(Pecha Kucha) 방법으로 참가자들이 자신

들의 자원봉사 경험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발표자는 컨퍼런스의 하위 5가지 주제와 연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발표를 마친 후에는 ‘magic sentence’라

고 자신이 한 발표의 키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연수팀에서는 세 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로 의진이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

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교빈이

는 서울동행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힘에 대해 

느끼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을 공

유했다. 마지막으로 주현이는 자신이 진행했던 연구과제를 

토대로 자원봉사의 결과와 성과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평

가하는 정량적 측정 방법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자 전체 발표가 끝난 후에 전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

졌다. 이후에는 3-4명씩 소그룹을 구성하여 본 워크샵을 통

해 느낀 점과 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을 

비롯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참가자들의 발표

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세션은 태국의 Saturday School Project의 설립자인 

Sorawit Paiboonrattanakorn 대표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

하여 봉사활동 중에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6~8개로 세

분화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분화 한 문제점들 중 자신이 가

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 두 가지를 골라 해당 테이블에 

모여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갈등(Conflict)’ 테

이블에서는 봉사활동 그룹 내 혹은 기관 내에서 동료와의 마

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었고, ‘언어 및 문화적 장벽(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테이블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겪

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되었다.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을 포함해 몇 몇 국가의 경

우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 의무적으로 일정시간을 

채워야 하는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가 과연 의무

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의

무가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

는 것인가, 또 봉사라는 것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인

데 학점취득이나 의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정확한 해답을 찾

지 못했지만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각 발표 별로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움

으로 남았지만, 다양한 자원봉사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홍콩에서 온 참가자가 발표했던 손

편지를 통한 심리상담 활동이나 산타클로스 엽서 활동은 기존의 자원봉사 분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

롭게 느껴졌다. 각 국가의 특성이나 맥락에 따라 같은 주제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해결방안을 발표했을 때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고, 대부분이 학

생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참가자 소감

참가자 소감

워크샵4: How to create impactful volunteer management?

워크샵3: Pecha Kucha(Sharing your own volunteer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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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Wales Council for Voluntary Action의 Felicitie 

Walls 매니저가 진행한 워크샵에서는 봉사활동이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측정(impact 

measurement) 주제 중에서 설문지법에 대한 간략한 강

의를 들은 후에 팀별로 자원봉사를 통한 임팩트가 무엇인

지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각 팀별로 정한 이슈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방법론들 중에서 설문

지법을 통해 변화를 측정하도록 질문을 만드는 작업을 해

보았다. 각 팀들이 정한 임팩트가 행복, 자아성취감, 소속

감 등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질문지를 작

업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각 팀에서 정한 질문지를 다

른 팀과 교환하여 참가자들이 답을 해보면서 활동을 마무

리하였다.

직접 설문지 질문을 작성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

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 강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아쉬운 부분은 참가자들의 기본지식

이 상이하여 조사방법론 또는 설문지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룬다고 느껴

졌을 수 있고, 방법론에 대한 기초가 없는 참가자들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참가자 소감

유스컨퍼런스 첫째 날 밤에는 참가한 국가별로 자신들의 문

화를 소개하는 문화의 밤 시간이 있었다. 태국과 말레이시

아 팀은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춤과 놀이를 소개했고, 홍콩

과 대만 친구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참가자들이 참여하

여 각 국의 국기, 위치, 음식 등 문화를 퀴즈를 통해 맞추는 

시간을 준비했다. 따로 무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 팀

도 기모노를 선보였다.

우리는 문화의 밤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 받지 못하고 당일에 알게 되어 당황하였는데, 다

행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온 다른 한국팀이 한복과 

K-POP 댄스를 준비하여 한국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노래

가 나오자 다른 나라 친구들이 노래와 춤을 더 잘 알고 있어

서 한류를 다시 한 번 실감하였다. 

문화의 밤(Cultural Night)

이벤트

워크샵5:   Volunteering impact measurement – Begin to think about impact measurement
of your volunteering project and how to simply start developing your own evalu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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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끄라통 축제는 태국의 2대 명절 중 하나로 바나나 잎으

로 만든 조그마한 연꽃모양의 작은 배에 불을 밝힌 초와 향, 

꽃, 동전 등을 실어 강물이나 호수에 띄워 보내며 소원을 비

는 행사이다. 태국력으로 12월 보름에 열리는데 올해는 11

월 11일이었다. 유스컨퍼런스가 열린 타마삿 대학교 근처에

서도 축제가 열려 모든 참가자들이 다 함께 축제를 즐겼다. 야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팔고 있었고 태국의 김범수라 

불리는 가수의 공연도 진행되었다. 한국과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분위기에 정신이 쏙 빠졌지만 태국의 큰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러이끄라통(Loi Kratong) 축제

전날 축제의 여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오전 7시 30분부터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 날 아침에는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두 가지 활동 중 한 팀을 선택하도록 되

어있었는데, 첫 번째 활동은 강에서 부레옥잠(Water Hy-

acinth)을 직접 수거하는 활동이었고, 다른 활동은 부레옥

잠을 이용해 천연 비료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첫 번째 팀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인근 강으로 부레옥잠을 

치우기 위해 갔는데, 부레옥잠 뿐 아니라 전날 진행한 러

이끄라통 축제에서 사람들이 강에 띄운 등불들이 가득했

다. 보트를 타고 강으로 나가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수거

한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진행했다. 환경정화 활동이 중

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치운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

리되고, 부레옥잠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

어서 아쉬웠다. 

두 번째 팀은 인근의 한 커뮤니티로 이동하여 부레옥잠을 

비료화하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부레옥잠을 비료로 만드

는 활동은 생각보다 간단하였다. 잎을 평평한 바닥에 약 10

센티가량 깔고 그 위로 흙과 비료 처리 약품, 물을 골고루 

뿌려준다. 이 과정을 반복해 약 1미터까지 쌓아 올린 후에 

암막 비닐을 덮은 후 한 달간 숙성한다. 그러면 썩는 과정

을 거쳐 가루화된 비료가 된다. 쓸모 없이 강가를 떠다니는 

부레옥잠을 수거해 그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환경 정

화와 친환경적인 재생산을 동시에 이루는 굉장히 의미 있

는 활동이었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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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유스컨퍼런스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역컨퍼런스가 개최되는 

호텔로 이동해 갈라디너에 참석했다. 유스 때에는 강의실 하나에 모든 참가자

들이 모여 있을 수 있었는데 갈라디너에 참석하니 지역컨퍼런스는 훨씬 더 많

은 사람들이 참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IAVE 세계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갈라디너가 진행되었고 태국의 전통 춤 무대를 구경하며 식사시간을 가졌다. 

지역컨퍼런스는 다섯 개의 주제별로 주제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플레너리 세션과 이와 관련한 각 국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해 발표하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마다 6~7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각자 관심분야에 따라 세션에 참여했다. 각 주제 마다 인상적이었던 발표들을 한 가지씩 소개하고자 한다.

갈라디너(Gala Dinner)

플레너리 세션 및 브레이크아웃 세션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YSE 

(Young Social Entrepreneurs) 멘토십 프로그램’은 나이가 어린 

사회적 기업가들이 멘토쉽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이 있고 전문성

이 있는 기업가를 멘토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멘토

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사회적 기업가들에 사회적 영향력과 

비즈니스 모델 달성 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

원한다. Sociopreneur Indonesia의 대표는 ’Empathy Project’

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감이 일어나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공감은  개인·단체·사회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혼자만의 공감보다는 단체의 공감일 때, 

또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사회가 인지하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끝난 후 혹은 중간에 수

혜자들과 봉사자들은 기관에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기관도 

봉사자들에게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션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 

알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봉사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가 높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봉사를 위해서는 피드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세션의 한 스피커는 봉사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프로그

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자가 비용을 내는 활동이 이들

에게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오히려 무료 참여 프로그램보

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효과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

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이 가진 재

능이나 능력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봉사활동을 위해 개인이 이동경비, 숙식비 등의 비용을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방식인지 고민이 되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 분야가 어떻게 연결고

리를 형성할 것인지, 두 분야가 함께 협동했을 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표자들이 자

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소개했다. 

발표자

    Debrah Jiang Assistant manager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Dessy Aliandrina Executive Director

    Sociopreneur Indonesia

    Catherine Panganiban Insititutional Outreach Coordinator

    Cetre for Social Action – Dela Salle College of Saint Benilde

    Judilyn Ricasio Faculty Officer

    Dela Salle College of Saint Benilde

Unlocking the Lock: Unlocking the power of volunteering with Social Entrepreneurs

지역컨퍼런스
11.12.-11.15



서울동행 해외연수 MAGAZINE

서
울

동
행

 해
외

연
수

 2019 THAILAND

22 23

명하였는데, 봉사학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왜 그 활동을 하는 것인

지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리더십을 함양

하는데 도움이 되며, 봉사 경험을 통해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탐마삿 

대학교에서는 봉사학습에 대해 가르칠 때, 학교 커리큘럼 내에

서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사회에 

연관시켜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으로 이어지

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부에서는 강의 및 실습활동을 통

해 봉사학습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실제로 현장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대학생들

끼리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출자단체(Co-funding agency)를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션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민의식

을 함양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동시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과정

에서도 일정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

다.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이 있지만 봉사학습에 대해 가르치거

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하며, 효과적인 봉사는 가치를 더하고 더 좋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BBB Korea는 재능기부를 통해 통역

봉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연결하

는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외대 태국어과 교수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가족과 다시 재회할 수 있었던 태국

인의 사례를 소개하여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었다. 인도네시아의 ‘So-cash’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자화폐로 받을 수 있는 앱을 소개했다. 

모바일 게임을 하면 게임캐시를 얻는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

면 이에 대한 캐시가 발생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기업이나 개인기부자로부터 펀딩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율을 증진하는 인

센티브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집

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자원봉사가 자본주의 하에 귀

속도리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자

원봉사의 기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

견들이 오갔다. 

자원봉사와 인터넷 기술의 접목이야 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

한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흥미롭게 세션에 참여

했다. 거리와 시간적 제약을 넘어 봉사활동이 가능하니 개인

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기를 기대했는데 온라인 수업이나 어플리케이션 활동 등 

대부분 한번쯤 들어본 방법들이라 아쉬움이 있었다. 

이 세션에서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이라는 캠퍼스 밖의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 필리핀과 태국의 사

례발표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에 공

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필리핀은 지역공동체의 교육사업 진행 

사례를, 태국의 탐마삿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service learning’

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구성에 따라 활동의 사회적 효과(So-

cial impact)를 분석해 발표했다. 태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서울

동행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사례를 소개하면서 봉사학습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또 봉사활동 인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설

본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기반의 활동을 통해 

공간적 제약을 없애 전 세계의 누구나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앱을 통해 자신의 봉사활동을 관리할 수 있고, 가상화폐

로 모금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하여 재난피해자를 도울 수 있

도록 하는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Cuso International은 본인이 진행중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e-learning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E-volunteering을 통

해 자원봉사 참여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강

발표자

     Runiy Maldud Manager
     Yayasan Sukarelawan Siswa

    Dr. Carlo Garcia Executive Director 
     Environmental Studies Institue, Miriam College

    Leah Czarina Andal-Guevarra Program coordinator 
    Miriam College

    Prof. Dr. Chalie Charoenlarpnopparut
    Thammasat University

발표자

     Ou-ee Kittikhount Team leader
     Cuso International

    Sinyoung Park Project team leader
     BBB Korea

    Hwanseung Ju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Khalid Al Walid Mustafa Kamil Managing Director
    MAHA Philandure Sdn bhd

    Khalid Al Walid Mustafa Kamil Managing Director
    MAHA Philandure Sdn bhd

Make the invisible visible: Unlocking the power of youth through service-learning

Simple but not simpler: E-volunteering, Micro volunteering and social currency



서울동행 해외연수 MAGAZINE

서
울

동
행

 해
외

연
수

 2019 THAILAND

24 25

별 행사가 아닌 2~3주의 작업의 마지막 연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Desirability-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가’, ‘Viability-사업적 

가치가 있는가’, ‘Feasibility-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도 해커톤을 실시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나 서울동행에서도 이런 활동을 

벤치마킹 해도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사람과 사감 간의 친밀함과 소속감이 줄

어드는 현대사회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하며, 조기사망과 다

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 가능한 

‘Learning ground’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층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학교처럼 학기제로 운영되는 Learning ground

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자 학생이 되고, 의사소

통 방법 및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공감능력, 자

존감, 생산성 등 대표적인 자원봉사자의 특성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두 사례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많은 이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소속감 같은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각 학교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내 소

외지역에 학교를 짓거나 교사를 교육시키는 등 대학 내 자원

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필리핀 사례인 Hands On Manila는 지역

사회의 실제 욕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례 중, 지

역사회 내 두 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대안교육(Al-

ternative learning) 활동을 소개했다. 영어, 과학, 수학 뿐 아

니라 MS office, 이력서 작성, 잡 인터뷰 등 지역주민들이 실

제 삶에서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교육을 자

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및 파

트너로 참여한 사람들이 활동을 마치고 남긴 피드백들을 소

개하였는데, 활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서울동행 프로

그램을 하나의 사례로 발표하였다. 동행이 어떤 프로그램인

지는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멘

토선생님들, 대학교 관계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공고

히 하고 동행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을 진행하는 두 기관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상하이의 

HandsOn China는 현지 기업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를 만드는 방법이나 앞으로의 자동차 생태계 등에 대해 해커

톤(Hackathon)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해커톤이란 

“hacking(해킹)”과 “marathon(마라톤)”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행사를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도시에 자원봉사문화

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회복력을 구축한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의 협력단체들과 시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 아이

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커톤을 실시하였다. 조별로 3주 정

도의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여 해결책을 서로 경쟁하고, 그 중 몇 개를 실제 실행에 옮기

는 방식이다. 이 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현장작업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는 협력단

체에 의해 검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마지막 발표 시간을 개

이 세션에서는 사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

과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

다. 세 사례 모두 교육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었다. 먼저 필

리핀의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는 학교를 단지 지

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학생들을 키워

내기 위해  ‘Ugnayan ng Pahinung d’이라는 사회봉사 조직

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특히 UP는 마닐라를 비롯해 세부, 비사야스 

등 8개 지역에 총 15개의 캠퍼스를 가진 연합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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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활동

UNHCR 캠페인 참가

현지 대학생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방콕에 도착한 후 이틀 째였던 9일 오후, 방콕 시내의 Lido 

Connect라는 복합쇼핑몰에서 개최된 유엔난민기구(UN-

HCR)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 캠페인은 태국 유엔난민기구

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회사인 LIFEiS Group이 함께 난민 

인식개선 및 펀드레이징을 위해 기획한 활동이다. 

UNHCR이 하는 일과 관련된 부스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

으나, 펀드레이징 캠페인이라 쇼핑몰 내 차려진 부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기금 일부가 후원금으로 기부되는 형

식으로 이벤트가 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난민캠프 내 설치되는 쉘터인 난민 하우징 유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였는지 밴드공연과 마켓부스만이 설치되어 있

었다. 

그래도 행사장 입구에 UNHCR이 어떤 일을 하고, 현재 난

민문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볼 수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수가 약 7,080만명으로 UNHCR이 생긴 70년 

이래로 가장 많다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 또한 몇 개

월 전까지만 해도 난민문제를 뉴스를 통해서나 한 장의 인

터넷 기사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위에 난민이거나, 과거 난민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난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여러나라

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방콕의 중심가에서 UNHCR 

이벤트가 열린 만큼, 이런 메시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난

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로써 행사

의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 갈 수 

있던 행사였는데, 난민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스가 좀 더 설치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거 같아 아쉬

움이 남았다. 

행사장을 둘러본 후 몇몇 팀원들과 ‘No Boundaries for 

Sharing’이라는 뜻깊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함께 구매하

게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옷을 입을 때 마다 함께 갔

던 해외연수팀과 UNHCR 이벤트의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

을 것이다.

처음 기획활동을 논의할 때부터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했으

면 좋겠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하였다. 특히 우리는 모두 동행 

활동을 통해 동생의 행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동행을 통해 가게 된 연수인만큼 어린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

으로 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과 

현지 대학생과의 교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

나, 따로 진행하지 않고 태국 대학생들 중 우리처럼 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

다면 봉사활동과 교류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더욱 의

미가 있을 것 같아 계획을 수정하였다. 

먼저 현지 대학생들을 섭외하기 위해 동행과 비슷한 목적

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을 찾아보았다. 방콕에 있

는 몇 개의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봉사동아리를 찾을 수 있었

고, 이 중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

아리와 단체에 동행에 대한 소개와 해외연수팀이 어떤 목적

으로 방콕에 방문하는지, 우리가 왜 태국의 대학생 그룹과 함

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이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생각보

다 답장을 쉽게 받지 못했다. 연수 출발일이 다가오는데 연락

이 오지 않아 다른 활동으로 계획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이 되

기 시작할 때쯤 다행히도 방콕에 위치한 쭐라롱콘 대학교의 

CVVC(CVVC : Chula Volunteers for Vulnerable Children 

Club)라는 동아리와 연락이 닿아 구체적인 봉사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CVVC는 쭐라롱콘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다. 우리

의 일정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한 날이 토요일뿐이었는데, 대

부분의 기관이 해당날짜에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을 때 CVVC팀에서는 흔쾌히 우리가 함께 갈 수 있

는 봉사활동 장소를 찾아 연락을 취해주었다. 우리에게 연결

시켜준 곳은 동아리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토요일마다 프

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 커뮤니티였다. 우리의 방문이 한번

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인연이 계속 될 수 있는 곳이라 더

욱 좋았다. 봉사활동을 하자는 제안은 우리 쪽에서 하고도 봉

사활동 대상과 장소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어 고마웠다. 

CVVC 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방콕 내의 한 마을에 살고 있

는 아이들 30-4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우

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없어 조부모와 함께 살

거나 이웃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

이들이 다양한 문화나 놀이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

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를 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끝에 전통문양 부채 위에 그림 그리

기, 딱지접기,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계획했

다. 봉사활동 전 날 밤에 모여 아이들과 CVVC 친구들에게 나

누어 줄 과자와 선물을 복주머니에 넣어 포장하고 딱지 접는 

법을 연습하며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다들 한 마음으로 준비

하여 많은 양의 과자와 선물 포장도 뚝딱뚝딱 금방 끝냈다. 봉

사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만나게 될 아이들은 우리가 준

비한 활동을 좋아할지,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과는 어떤 이야

기를 할지 등등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가진 채로 방콕에서의 

첫날이 지나갔다.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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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전날 도착해 갑자기 바뀐 날씨와 

환경에 피곤했을 법도 한데 다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

고, 동행 해외연수 팀 단체 티를 입고 모였다. CVVC 친구들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하며 서로의 이름

을 묻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이름을 발음하고 기억하기가 어려워 계속

해서 이름을 묻고 또 물었다. 이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도 계속 웃으면서 왔던 것 같다. 

봉사활동 계획을 공유할 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장소에 대

한 사진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담긴 사

진은 받지 못해 거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봉사장소로 들

어가는 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집과 집이 옆으로는 틈없이 붙어 있었고 각자의 집 문에서 손

을 뻗으면 앞의 집에 충분히 손이 닿을 만할 정도의 거리였다. 

집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길도 다 좁고 비슷하게 

생겨 봉사장소로 안내해 주던 CVVC친구들도 몇 번 길을 잘

못 들은 끝에 봉사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봉사장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몇몇 모이지 않

아서 우리가 준비해 온 만들기 키트가 많이 남을까 걱정을 했

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와 달리 시간이 지나자 많은 수의 아이

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채 만들기와 딱지 만들기 두 팀으

로 나누어 각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둘러 앉았다. 아이들

은 부채 위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고, 많은 아이들이 태

국의 국기를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의 국기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생각해 그려준 듯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했다. 부채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

을 준비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 한 켠의 테이블에서 할

머니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

음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할머니들께서도 ‘그림 

그리기’를 할 기회가 잘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채 위에 할머님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시는 것을 구

경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님은 잘 그리고 싶은데 손이 자꾸 말

을 안 들어 마커가 빗나간다며 속상하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다.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할머님이 색깔도 예쁘게 섞어

가며 그린 바닷속 물고기 그림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

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부채도 각자의 생각들로 가득 찼다.

딱지 접기는 전날 밤에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는 방법

이 헷갈렸다. 아이들을 도와줄 때에 자꾸 접는 방향이 헷갈려

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아이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아서 척척 접고, 다른 친구들의 딱지 접기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딱지를 접은 후, 어떤 방식으로 딱지 치기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자 딱지를 완성한 아이들끼리 모여 딱지 뒤집기

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딱지가 너무 두껍게 접혀 잘 뒤집히지 

않았지만 요령을 터득한 후에는 방법을 알려준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더욱 잘 뒤집으며 놀았다. 딱지치기가 재미있었는

지 딱지를 집에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가 준비해간 것이 아이들 마음에 든 것 같아 다행이었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만들기를 마무리한 후에는 다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놀이 규칙을 설명해주고 어떻

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몇 십 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뛰다 보니 서로 몸이 부딪치고 넘어져 자칫 여러 명이 크

게 다칠 뻔 하여 너무 놀라고 미안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놀이를 다시 진행했다. 팀을 

나누어 하다 보니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데 다들 순서를 잘 지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즐겁

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

고 움직임을 최대한 멈추고,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이 무척 귀

여웠다. 한참 게임을 하다 주변을 보니 어느 새 마을의 어른들

도 함께 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웃고 있는 걸 보니 마치 작은 마을 축제를 하는 듯한 느낌

이었고, 봉사활동을 기획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끼리 봉사활동을 했다면 의사소통으로 큰 문제를 겪었

을 수도 있는데, CVVC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통역

을 진행해주고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정말 고마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들과 금방 정이 들었다. 전체 일정 중에서 두 세시간 정

도 밖에 안되는 짧은 봉사활동 일정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이 우리에게 준 힘은 엄청난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서 봉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이지만, 결국 봉사활

동의 끝에서는 우리가 받고 얻는 것이 주는 것보다 많음을 다

시 한번 배웠다.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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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국제 연합(UN) 산하기구의 본부 혹은 아시아지역본부를 방문하

기로 결정 한 뒤, 어떤 산하기관을 방문할 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

하였다. 방문할 기관을 정하고 연락을 취하기 이전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 태국에서만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인가?

•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 우리 팀의 공통의 관심사와 어떤 부분을 일치시킬 것인가?

해당 질문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한 결과, 지구적 환경문제 개

선에 기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

를 총괄하는 본부인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UNESCAP)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각자의 관심사에 따

라 UNEP을 방문할 팀과 UNESCAP에 방문할 팀으로 나눴다. 우

선 UNEP은 팀원들의 관심사가 모두 미세먼지로 수렴한다는 점

을 확인 한 뒤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하여 

UNEP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

는 질문을 포함하여 대화주제를 선정하였다. UNESCAP은 아시

아 지역의 본부인 만큼 아시아지역의 SDG 이행 과정과 관련한 대

화주제를 선정하였고, 이밖에도 한국의 국가계획과 이행정도를 

함께 질문하여 한국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라면 응당 참여해야 할 자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 공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 결과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며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자원봉사의 긍정적 영향력을 목격할 수 있

었다. 우리는 세계로 시야를 넓혀 전지구적인 사회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관찰하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자원봉사와 

궁극적인 목적을 같이하는 국제 연합(UN)을 방문하여 이

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고자 했다. 21세기의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어떤 노력

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자 세계시

민으로서 그 흐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고

자 방문하게 되었다.

기관 방문 목적

기관 방문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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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내용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아시아
티크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의 국제 기구이다. 케

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태국 방콕에는 아시

아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해당 기구의 목적은 환경 분

야에서 국제 협력의 추진, 유엔 기구의 환경 관련 활동 및 

정책 작성, 세계의 환경 감시 등이다. 

우리는 UNEP에 방문하여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

염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눴다. UNEP의 대기오염 

Specialist가 대기오염의 정의와 양상, 한국과 대기오염 

양상이 유사한 국가의 사례, UNEP이 이를 개선하기 위

해 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듣

고 난 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었지만 추상적이고 뻔한 대답을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작은 실천들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생겨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오

폐수를 후 처리 없이 흘려 보내서 식수가 오염되면 후처리

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많은 화석 연료가 소비되어 미세먼지가 생성

되면 전기 사용량을 줄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단

한 것이 아니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11월 18일 오후 컨퍼런스의 주제 중 하나인 SDG와 관련

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

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방콕

에 위치한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 방문했다. 기관 방문을 위해 출국 전부터 우리

가 직접 해당기관에 요청 메일을 보냈고, 그 과정 또한 좋

은 경험이 되었다.  

UNESCAP은 아시아 . 태평양의 경제재건과 개발, 경제 활

동수준 향상 및 지역 내 국가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

적 관계 유지 . 강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 기술

적 문제와 개발에 관한 조사실시 또는 후원, 경제적 . 기술

적 . 통계적 정보의 수집 . 평가 . 전파 실시 또는 후원, 가용

한 자원 범위 내에서 지역 국가들이 희망하는 자문기능 수

행에 설립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산업

화 지원, 아시아 . 태평양 교통망 구축, 국제무역 촉진, 경제 

. 사회 조사 분석 및 개발정책 연구, 통계작성 지원, 개발금

융 확충을 위한 금융협력, 사회이슈 대응,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의 국제연합(UN)기관 간 조정

기능 수행 등이 있다. 

기관 방문 중 우리는 SDG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ESCAP에

서 SDG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해 어

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과제와 더불어 ESCAP과 한국정부 연계 사업의 진행사항 

또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개발 목

표 달성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으며 현재 상

황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천할 수 있

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8일 방콕에 도착한 첫날 오후의 일정은 저녁식사를 한 후, 아

시아티크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 날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

러가며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제대로 겪었다. 그렇게 교통체

증을 뚫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아시아티크에 도착했다. 아시

아티크는 기념품을 비롯해 의류와 소품을 팔고 있었고 잘 꾸

며져 있는 깨끗한 시장의 느낌이었다. 우리가 후에 갔던 문화

탐방 장소들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 아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던 곳은 아니었지만, 강을 따라 있기 때문에 강 건너편의 야

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무서워서 직접 타진 않았지만 관람차

가 돌아가는 것도 구경했다. 방콕에 도착한 당일 저녁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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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투어였다. 특히 

지금의 타이가 있기 전에 다양한 왕국이 있었고 그 중의 하나

인 전성기 시절의 아유타야 시대의 유적지를 몸소 걸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비록 미얀마와의 전쟁으로 목이 없는 불상과 

무너져버린 건축물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그 자체만으

로도 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 이국적이게 느껴졌다. 

다만 아유타야의 많은 유적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탐방하

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다. 

아유타야는 투어 가이드분이 설명해주신 대로, 한국의 역사

도시인 경주 같은 느낌이었다. 그늘 하나 없이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땀흘리며 구경했지만, 다행히 날씨도 좋았고 

방콕 도심을 잠시라도 벗어나서 태국의 역사의 아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해가 있을 때부터 유적지를 구경

하다가 배를 타고 가며 해가 지는 것을 구경했는데, 밤에 보는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짧은 투어였지만, 연수팀과 함

께 태국 과거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방콕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인 MRT을 이용해 주말시

장으로 널리 알려진 짜뚜짝 시장을 다녀왔다. 짜뚜짝 시장의 

규모는 엄청났는데, 태국의 먹거리를 비롯해 정말이지 다양

한 물건들을 취급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중 가

장 마음에 드는 물건은 바로 수제 대나무 빨대이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와 

재활용 빨대를 항시 챙겨 다니는 편이기에 더욱 만족스러운 

구매였던 것 같다. 여담이지만 가게이름인 ‘BECO’를 처음에

는 글자 그대로 [베코]라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 ‘BE ECO’라고 

읽는 것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작명 센스가 최고이다.

상인들과 실랑이를 하며 흥정을 하는 것마저 즐거웠으며 다

른 그림 찾기를 하듯이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아 나서는 

것도 깨알 재미가 있었다. 태국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담아낸 

무늬들, 특산품을 이용한 기념품 등을 구경하다 보면 태국 문

화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한 듯한 기분이 저절로 들게 된다.

짜뚜짝

아유
타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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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로드는 또 한 번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작

년, 방콕에 놀러 왔을 때 시간이 없어 둘러본 곳은 카오산

로드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산로드의 긍정

적인 에너지와 여유로움은 방콕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

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혹여나 너무 좋았던 기억만큼 이번 

여행이 행복하지 않아서 좋은 추억마저 잃어버릴까 했던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 걱정은 기우였다.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 함

께하며 오히려 그 때보다 더 행복한 추억을 얻게 되었다. 

이번 방콕 여행의 ‘최애’ 여행지가 어디냐고? 당연히 카오

산로드!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방콕 왕궁과 왓아룬을 다

녀왔다. 방콕 왕궁은 금, 유리, 보석 등으로 정교하게 꾸며

져 있어 화려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고 굉장

히 웅장했다. 새벽 사원으로 불리는 왓아룬 또한 다양한 

색깔의 자기와 사기로 장식되어있었는데, 낮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화려함을 더욱더 자랑했다. 이번 투어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방콕 왕궁과 왓아룬 모두 노출이 

있는 복장과 왕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

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태국인들에게 태국의 왕

실은 태국의 상징이자 자랑이며, 태국의 국왕은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투어를 통해 

태국인들이 왕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국왕을 얼마

나 존경하는지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태국 전통 건축물

들을 통해 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9월부터 시작한 면접부터 6번의 사전모임, 8박 10일간의 태국에서의 일

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해단식까지 약 3개월 동안의 해외연수 일정이 

모두 끝이 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빡빡한 일

정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것

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콕 왕궁과 왓아

룬, 아유타야 등 태국 곳곳을 문화 탐방하며 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

었고,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오히려 내

가 얻은 게 더 많았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는 봉사자가 얻는 

것보다 봉사자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

하게 되었다. 또한, 유스 컨퍼런스를 통하여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이 가진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발표자

들의 다양한 봉사 경험과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들면서 자원봉사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 중 사전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가 제

일 걱정이었다. 출국하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 정말 쓸데 없는 걱정이었다. 

제각기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이 연수를 참여한 것이지만 서로를 위

하는 마음만큼은 다들 같다는 것이 느껴졌다. 10일 동안 많은 시간과 생각

을 공유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또 다른 걱정은 다른 나라 친구

들과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

다. 해외로 여행은 다녀봤지만 내 의견을 다른 언어로 말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어려웠지 막상 시작을 해보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붙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을 수 있

었다. 유스컨퍼런스를 계기로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보고 새로운 상황 속에

서 경험하고 적응해가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환경’이라는 주제로 봉사

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고 느끼는 계기였다. 내가 경험해본 봉사라

고는 복지관에서 노인 도와드리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

사 등이 전부였다. 당연히 환경 봉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IAVE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

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멋져 보였다. 

참가자 
소감

강나영

강두원

카오산
로드

왕궁및
왓아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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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솜

김수민

김유나

9/25의 첫 만남부터 바쁘게 준비해 어느덧 결과보고서만을 남겨두고 있

다. 다들 첫 만남 때 공유했던 목표들을 이루었는지, 태국에서의 경험들이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나에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

은 경험이었다. 처음 도착한 방콕의 인상은 미세먼지와 교통체증이었다. 분

명 기대했던 문화탐방 일정인데도, 극심한 교통체증과 미세먼지에 지쳐버

렸고, 그렇게 태국은 나와 맞지 않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현지 대학

생들과 그곳의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냥 바라만 보아도 기

분이 좋아졌고, 두시간은 너무 짧았다. 정이 들 때쯤 헤어진 게 너무 아쉬웠

다. 종일 함께 있었어도 아쉬웠을 것 같다. 컨퍼런스에서도 비슷하다. 컨퍼

런스 내용 자체에서도 얻을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발표자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인지하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런 열정을 볼 

수 있고, 멋진 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친

구들도 자신의 나라에서 열심히 봉사를 기획하고 실천 중인 친구들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나의 목표였던, 다양한 사람들과 봉사 경험을 나누고, 

또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는 성공적이었다. 오

히려 이것들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얻은 영감이, 간

접적으로 체험한 열정이 남아있다. 그곳에 있을 수 있어서,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방콕은 세 번째 방문이었다. 하지만 방콕에 대해 제대로 여행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

는 방콕은 새발의 피였다. 미로같은 골목 곳곳에서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 짜뚜짝 시장, 소박한듯 화려

한 태국 느낌 가득한 왕궁과 사원들,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방콕에 있었지만 태국은 일주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질 정도로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 국가였다. 스케줄이 빡빡해서 매일 밤 기절하듯 쓰러져야 했지만 덕분에 한국에서의 답

답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추억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와 맞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

었음에 감사하다.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빵빵 터지는 운명(?)같은 친구들을 만나 이들과 열흘동안 함께 여행도 하고 컨퍼런스

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나는 인복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 번 깨달은 여행이었다. 여행지,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해준 기획팀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백 번 공감해줄 수 있는 소연쌤이 인솔자라 감사했고, TMI 김유나 옆에서 그 말

을 다 듣고 있어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최고의 룸메이트이자 최고의 태국어 선생님이었던 수민이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형광태대 찬락쿤(알라뷰)! 

동행 해외연수에 지원하기 전,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교일정을 다 빼고 해외

연수를 가는 게 괜찮을지 고민을 했었다. 연수가 끝난 지금은 그 때 정말 잘 결

정했다는 생각을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함께 연수를 가게 된 동행 팀원들이 

너무 좋았다. 물론 사전만남도 여러 번 가졌지만, 함께 붙어 다닌 열흘 간의 연

수기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한국에 돌아온 뒤에 깨달았다. 거의 첫 

만남 때, 각자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말할 때 ‘팀원들과 가

까워지기’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다. 사실 태국, 특히나 방콕은 그곳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던 나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가득한 장소이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동행의 팀원들에게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한 태국어 실

력과 경험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동시

에, 이번 경험이 태국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

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처음해보는 일들이 있었다. 바로 봉사활동을 기

획하는 일, 그리고 또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처음 해보는 것 들이어

서일까, 그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는다. 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왜 이

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는지, 혹은 컨퍼런스에서 왜 질문하지 못 했는지 등등

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후회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이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동

행팀도 그렇고, 컨퍼런스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그리고 CVVC와 

아이들 모두 다 소중한 인연들이 되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앞으로

는 계획하고 더 나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쌓여 있던 태국 방콕이었는데, 이번 해외연수지로 한 번 더 방

문하게 되면서 더욱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과 기억들로 가득 차게 되었

다. 또,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어떤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수혜자와 봉사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봉사활동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수동적인 봉사자에 가까웠다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봉사활

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 같다. 더 많은 친구들

과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의 힘에 대해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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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김현주

변지후

개인적으로이번 태국 해외 연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목표 2가지: 1. 

컨퍼런스 경험 2. 아세안 국가의 발전 상황 확인 를 달성할 수 있어서 만

족스러웠다. 컨퍼런스 자체의 완성도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국제 컨퍼런

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다. 현재 연구단의 연구 조교로 일하

며 콜로키움과 학회 등의 행사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교에서 어떻

게 행사를 주관하고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부

와 관료제 비교 연구를 하면서 아세안 국가의 발전 상황을 직접 보고 싶

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발전 상황과 문

제점을 느낄 수 있었다. 태국의 ICT 발전과 도시 개발 수준이 많이 상향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극심한 빈부격차와 환

경파괴 문제에 대해 직접 마주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익 실현에 대

한 고민을 남겼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알게 되고 꼭 달성하

고자 했던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다시 한번 이

번 기회를 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

를 통해 만난 인연들께도 소소한 감사의 말을 남긴다.

10일간의 짧고도 긴 방콕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나는 아주 많이 성장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 대

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할 수 있었다. 연수에 참가하기 전 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학업 앞에서 권태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무기력증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던 스스로의 모습

을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서울 동행 해외연수였다. 지난 한 학기동안 했던 봉사활동이 내게 

주는 선물이자 권유인 것처럼 느껴졌다. 소신껏 지원했고 운이 좋게 해외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난 지금 나

는 동행에게 무척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해외연수는 나라는 사람을 다시금 발견하게 만들어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

다. 태국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문화교류 봉사활동에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체감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고 봉사활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컨퍼런스에서는 봉사활동과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를 넘어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과 문화 및 언어교류를 하며 재미와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탐방과 UN기관탐방까지 개인으로서 접하

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함으로써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낌과 동

시에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는 10일은 사람이 변화하기에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10일 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힘과 열정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IAVE에서 만난 수

많은 청년들과 10일간 함께 울고 웃어준 동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함께해준 동기들에게 또 한번 큰 고마

움을 느낀다. 2019년 IAVE에서의 추억과 경험들이 훗날 세상을 바꿀 힘을 UNLOCK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소

통하고 자유롭게 만남의 장을 가져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들을 쌓고 왔

던 것 같다. 홍콩, 대만, 태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의 아시

아 태평양 국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였다. 또한 기후변화, SDGs 등 과 같은 국제 사회 문제

에 대해 많이 배우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

이었다. 각국은 어떤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세션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 말고도 홍콩과 대

만의 경우 각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어려운 점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었던 것 같다.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본 것 같아 뜻 깊었던 시

간들이었다. 2019 IAVE 컨퍼런스는 아시아 태평양 각국

의 청년들과 자원봉사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

는 기회였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내가 해온 자원봉사

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

던 것 같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제와 기

후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

과 사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에 얻고 배운 것

들은 해가 가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의진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자원봉사라는 큰 틀 안에서 공통점을 가진 소중한 인연을 많

이 만들 수 있었으며 자원봉사에 대하여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빠듯 했던 스케줄은 당시에는 버거운 듯 했지만 지나고 나니 남은 것이 많

아 더욱 알찬 연수를 보낸 것 같다. 나의 경우 학교를 병행하며 연수를 준비하다 보

니 연수로 인해 수업에 빠지는 것에 걱정이 있었는데, 잃은 것에 비하지 못할 만큼 

얻은 것이 많아 가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방콕에서의 첫 일정이었던 현지 대학생들

과의 교류 및 봉사활동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으며 방콕에서

의 남은 일정을 더욱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유스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또

래 친구들과 자원봉사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각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생생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지역 컨퍼런스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다

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넘기지 말고 꼭 질문해 보자고 스

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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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빈

조하정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크게 두가지를 느끼고 왔다.

첫째, 봉사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Regional 컨퍼런스 세션 중 한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봉사의 

Intention을 항상 기억하자. 나는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시간이 지나자 커뮤니티는 직접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였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

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 나의 Intention

은 커뮤니티가 더 나아지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그 ‘누군가’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발표자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커뮤니티가 노하우만 쏙 앗아간 채 나를 거절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다. 나는 봉사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거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 봉사 의도가 엇나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

인 것인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였으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봉사 목적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달랐다는 것이다. 스스로 그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 들었고 이러한 계기를 얻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컨퍼

런스에 참여하는 동안 국적, 나이, 가치관, 전문분야 등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나볼 수 있었는데,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마음은 모

두 하나였다. 덕분에 봉사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넓은 분야의 봉사에 참가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연수는 그 기간 내내 새로움으로 가득 채운 시간이었다. 처음 가보

는 태국, 처음으로 참가하는 IAVE컨퍼런스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들. 낯선 장

소와 새로 만나는 숱한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자’혹은 ‘봉사’라는 공통점 덕분

에 금세 적응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의 순기능과 그 안

에서 청년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목격하고 몸소 참여할 수 있었던 현지대

학생과의 봉사활동이 인상깊었다. 유스 컨퍼런스와 IAVE 에서 수많은 봉사단

체와 봉사활동의 예시를 들을 수 있던 것도 좋았지만, 실제로 봉사를 기획하

고 실행해보는 경험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Unlocking the power of 

volunteering 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봉사’는 삶의 곳곳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 범위도 방법도 다양하기에 이제껏 봉사와 쉽게 

연관 짓지 못했던 주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접해볼 수 있었다. 예컨대 어느 세

션 들어가도 대부분 빠지지 않고 논의되던 환경, 그리고 Voluntourism이나 

봉사를 기저에 둔 사회적 기업 등이 기억에 남는다. 봉사자 라는 신분으로 보

낸 며칠간의 시간이 앞으로 나의 삶에서 봉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내

가 해왔던 혹은 앞으로 하게 될 봉사와 그 과정에서 만날 동료, 수혜자, 나아

가 나를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

라고 확신한다. 해외 봉사에 이어 내게 또 한 번 봉사의 지평을 확장하고, 다

름을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준 서울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무엇보

다 이번 기회로 만난 너무도 소중한 팀원들을 마음에 품고 오래도록 동행하고 

싶다. 열흘 간 하루 종일 동고동락하며 같이 배우기도, 돕기도, 힘들어하기도, 

가장 많이 웃기도 한 팀원들과 고생하신 소연쌤이 이번 해외연수 기간에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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