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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시민서비스(Civic Service) 이해하기

인간사회가 시작된 후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웃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동료를 도우며 

살아왔다. 이러한 인간행동의 동기는 국가의 이익, 종교, 휴머니즘 등 다양하며, 이는 비공식

적이고 개인적인 도움부터 상당한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는 공식적인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자원봉사(Volunteerism)라고 정의한다.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은 근대국가가 공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체계적인 자원활

동을 의미한다. 시민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맥을 같이 하지만, 참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제공되고 참여에 강제적 성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원봉사 활동

과 구분된다. 

□ 시민서비스(Civic Service) 개념 및 특징

Margaret Sherraden(2001)은 시민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동안 참여자가 최소한의 금전적 보

상을 받으며 지역사회, 국가 또는 세계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평가되

는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시민서비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

거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또는 국민서비스(national 

service)로 분류되고, 교육기관에서 운영될 경우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이라 불리기도 한

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서비스를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서비

스 제공 정책으로, 시민은 일정한 보상을 받으며 서비스 전달자로 참여하는 일’과 같이 행위의 

주체를 구체화하여 한정적인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민서비스에서 시민(Civic)은 공공행동과 공공이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시민서비스 프

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도된 수혜자만이 아니라 멀거나 가까운 모든 이들이 혜택

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서비스의 범위는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초국가적인 단위

일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역시 청소년, 청년, 노인, 종교기반 단체, 학교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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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장려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 

교육비 세액공제, 장학금 등의 제공, 지식과 기술 향상, 개인적 만족감 또는 사회적 연결성 증

가와 같은 물질적 및 정신적인 보상이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부정적 유인으로 처벌을 둠

으로써 참여에 대한 의무적 성격을 강화한다. 또한, 급여(Stipends)가 지급되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수준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과는 구별된다. 

□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시민서비스

전통적인 자원봉사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판단 및 자발적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부

정적으로 여겨진다. 시민서비스는 때때로 시민의 참여가 강제되기도 하며, 봉사자의 역량 투

입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정 및 보상을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전통

적인 자원봉사는 비공식적이며 서비스 수혜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시민서비스에서는 참여자

의 활동과 역할 등이 공식적이고 제도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 참여자(봉사자)와 수혜자

(피봉사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둔다.

전통적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 비교

차원 자원봉사 시민서비스

자유
선택

-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의지
- 상대적으로 비강요적임

- 자원봉사 참여 강제성 띔

보상
- 활동을 위한 비용 인정
- 금전적 보상 부정적 인식

- 공식적인 보상(급여) 제공
-  *낮은 수준의 급여

구조 - 비공식적 - 공식적

의도된 
수혜자

- 타인(수혜자)에 편익/도움 제공 - 수혜자 및 참여자에 편익 돌아감

□ 시민서비스 운영의 기대효과

각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시민서비스의 운영 이유와 목적은 다르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효과를 생산해 낸다. 먼저, 시민서비스는 실업, 건강문제, 자연

재해, 범죄, 교육환경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의 개

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공공안전, 문화발전, 환경문제 개선, 재난재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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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시민서비스에 참여한 참

여자들의 업무역량 향상, 직업선택 기회 확장, 교육적 목적 달성 등 개인적 차원의 역량이 확

장되며, 이들의 사회참여, 관용(tolerance) 향상,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이해도 향상, 정신

건강과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효과를 가져 온다.

이소연(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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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Understanding Civic Service

People have lived by helping their neighbors, community members and colleagues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society. Such humane behaviors are diverse such as national 

interest, religion and humanism and take various forms from inofficial and personal help to 

official activities needing investment of significant amount of time. In general, such activities 

are called volunteerism. On the other hand, civic service can be defined as systematic 

voluntary activities implemented by a government to promote official civic engagement. 

Services out of civic service programs are the same to traditional volunteerism in 

the context that quality of life is improved and social problems are solved while they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volunteerism in that there will be economic return for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has a forced nature. 

□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ivic Services

Margaret Sherraden (2001) defined civic services as 'an organized period of substantial 

engagement and contribution to the local, national, or world community, recognized 

and valued by society, with minimal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participants'. If civic 

services are run through governmental support or there is any return for service, they 

will be public services or national services. If they are run in an education institution, it 

will be called service-learning. In this context, civic services can be defined as "long-

term service provision policies run by the government to solve public problems under 

which citizens receive a certain return and take part as service deliverers’, which is more 

specific in subject of activities within a limited meaning.

Civic, in civic services, implies public action and benefit. Services out of civic service 

programs make not only intended beneficiaries but also those who are near or far 

away. The scope of civic service can be local community, state,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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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supranational unit while those benefiting from such services can be juveniles, senior 

citizens, religious groups and school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ivic service is that there is encouragement for continued 

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Physical and mental compensation such as award, 

educational credits, scholarship, knowledge and skills improvement, personal satisfaction 

or social interrelatedness will work as positive incentives while negative incentives cover 

punishment, strengthening obligator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Also, while stipends 

are paid, this is not the same to income level out of general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it is different from employment. 

□ Civic Service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Volunteerism

Traditional volunteerism focuses on provision of services to others based on personal 

decis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monetary retur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s 

considered to be negative. In civic services, sometimes, civic participation is forced 

and there will be official provision of various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along with 

monetary compensation for volunteer's capacity input. Also, traditional volunteerism is 

inofficial and focuses on service beneficiaries while in civic services, participants' activities 

and roles are formal and systemized, and both participants (volunteers) and beneficiaries 

(those receiving services) stand to benefit.

Comparison of Traditional Volunteerism and Civic Services

Dimension Volunteerism Civic Services

Free Choice
- Voluntary and free will
- Relatively not forced

-  Forcedness in participation of 
volunteers

Compensation
- Cost for activities recognized
-  Negative awareness of 

monetary return

-  Official compensation 
(payment)

-  * Low in amount 

Structure - Inofficial - Official

Intended 
Beneficiary

-  Benefit and help others 
(beneficiaries)

-  Benefit beneficiaries an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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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Effect of Operation of Civic Services

The reasons and purposes of civic services are different by each society's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Therefore, programs result in complex and various effects. First, civic 

services handle social issues such as unemployment, health, natural disaster, crim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heightening interest in these areas running programs to improve 

the issues, which can result in solving of public issues such as public safety, cultural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duction in disasters. Moreover, personal 

capacity expands while taking part in civic services in the areas of work capacity 

improvement, expansion of choice of job, and achievement of educational goals. This will 

bring social participation, tolerance improvement, understanding of various social groups 

and other social, economic and civic effects through mental health and increase of self-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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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살펴보기
청년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국가청년봉사단

□ 요즘의 청년들은 왜 옛날 같지 않을까

국권침탈, IMF 경제위기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거나 민주주의 수호, 노동자 처우

개선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시민들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이는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도

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

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면서, 우리사회는 양극화와 개인화는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

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개인적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그 결과 현재의 청년들은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무, 신뢰와 우정, 규칙의 존중과 같은 공적인 가치가 허약한 세대가 

되었다. 이런 세대적 문화에 대해 때때로 기성세대는 ‘요즘 세대는 옛날 같지 않다’, ‘요즘 애들

은 싸가지가 없다’고 치부하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퍼즐조각처럼 사회와 조직의 일부로 존재한다. 완벽한 

조건(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도 타인과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기

업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팀원들과 협동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사회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행동으로 엮어내는 리더

십이 발휘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합적 영

향력(Collective Impact)이 창출되고 결과의 파급력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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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사회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역할과 역량을 기대하지만 현재의 청년세대는 이러한 역할

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작금의 청년들은 도리(道理)나 의리(意理)

보다는 실리(實利)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더 익숙하므로 사회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역할

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청년

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 리

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공적분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기회와 공간을 국가 청년봉사단에서 제공하자는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의 적극적 등장과 주도적인 성장을 위한 도약대로서 국가청년봉사단

국가 청년봉사단의 활동과제와 활동영역은 사회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분명하면서 개인적 노

력이나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정부는 공적자원을 투입하고 청년봉사

단은 이를 전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봉사단 참가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참여 경험을 쌓고 시민리더십을 형성한다. 더불어, 다양한 삶의 기

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고, 현재 청년

들이 직면한 다양한 청년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인간으로 성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미국의 국가봉사단(AmeriCorps)의 경우, 지난 25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찾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

으며, 봉사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리더로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네트워

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가봉사단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은 공동의 가치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의 가치를 경험

하게 된다. 국가적인 활동의 참여경험은 당사자에게 주는 효과로 그치지 않고 그 활동을 지켜

보거나 응원하는 외부자도 함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일체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지지체계를 만들어낸다. 국가봉사단 활동은 참여자에게는 새로운 이력이 되고, 기업과 사회에

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성장 동력을 훈련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

미에서 국가봉사단의 역할과 의미는 사업의 과제와 영역에 대한 자원투입의 관점에서 머물지 

않고,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주도적인 성장에 더 중요한 시선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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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국가 청년봉사단 운영을 위한 과제

청년국가봉사단의 서비스는 봉사단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인류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봉사단의 활동과제와 활동영역은 사회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분명한 

분야로서 개인의 노력이나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

어,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역량과 기존의 성과기반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봉사단 참여 경험이 참가자의 성장과 커리어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특성, 욕구, 기대효과 등을 반영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도

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적이고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전반의 프레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

존의 것을 보완하는 부분적인 시도가 아닌, 봉사단에 참여하는 청년의 온전한 성장과 사회문

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분절적인 봉사활동과 서비스 제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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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ase

National Youth Service, New Platform for 
Growth of Youth

□ Why are today's youth different from those of old days?

In the movements to overcome national crises such as loss of sovereignty and 

economic crisis or to solve social issues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mprovement 

of laborer treatment, citizens have always stood in the center, playing important roles. 

This was possible through the consensus that citizens must do based on the sense of 

belonging, responsibility and solidary. In the midst of limitless competition under neo-

liberalism economic conditions, people were led to live on their own. Bi-polarization 

and individualism of the society deepened while the sense of community weakened. 

Especially, youth, facing pressure for job and economic difficulty, delved to improve their 

specifications without interest in others and their society. As a result, current youth take 

pride in the best specifications while they have lost public values such as dedication to 

and responsibility for their community, trust, friendship and respect for rules. Sometimes, 

facing such generational problems, older generations would say, 'youth these day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or 'young people these days are very impolite', resulting in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ll individuals exist as parts of a puzzle, members of their society and organization in 

their daily life. Even those who have perfect conditions (specifications) cannot live alone 

without affecting others and interactive relations. For a company to perform perfectly, 

while individual capacity matters, there shall be a process to tune opinions among 

members and cooperate to achieve the common goal. For this, the capacity to efficiently 

communicate with others and to cooperate with team members will b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evelopment,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people of various 

areas will be necessary to solve social issues by using ideas or to develop technologies. 

For this, there shall be leadership to analyze phenomena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make one activity, which also necessitates continu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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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process, collective impact can be generated and there will be spillover effects of 

the results.

While companies and society expect such roles and capacity from their youth, the 

current youth had no chance to naturally learn or experience such roles. The current 

youth are more accustomed to practical gains rather than righteousness or loyalty and 

don't know why they have to fulfill the roles needed in their society and how to play 

such roles. However, such a problem cannot be solved individually.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offer them chances to develop capacity and social leadership to be built 

through experiences in public areas, which will change generational cultur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are discussions for youth volunteer groups to offer such opportunities 

and spaces.

□  National Volunteer Group as a Ground for Proactive Emergence of 

Youth and Leading Growth

Tasks and areas of activities of national volunteer groups need social support. 

Government's public resources will be applied while the group will deliver and run them 

in the areas that cannot be solved through personal effort or market economy. The 

participants will experience social participation and develop civil leadership by spending 

their time and effort and offering public services to improve and solve common problems 

of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they will develop their capacity to lead their own lives 

on their own by acquiring various techniques of life. They will have a chance to become 

self-initiated people to solve various problems at their ages. The AmeriCorps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channel to develop individual capacity and to find wanted 

jobs in various areas for the last 25 yea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y have built 

activist network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as social leaders.

Youth will experience the value to cooperate and work together for common value through 

experiences in national volunteer groups.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national activities 

do not stop at giving effect to parties but generate social recognition and support system 

as well as sense of oneness and pride based on sharing of experiences with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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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watching or encouraging such activities. Activities of national volunteer groups will 

be will be a new career new career history for participants and play a role of platform to 

generate growth potentials for new values in the companies and their society. From this 

sense, the roles and meanings of national volunteer groups do not stop at the perspective 

of input of resources to areas as well as project tasks but also focus on growth led by 

participating parties. 

□ Task for Operation of Effective National Youth Volunteer Group

Services of national youth volunteer groups are for the participants to offer time and 

effort for their local community, state and humanity while tasks and areas of activities 

need social support and there must be a focus on the areas that cannot be solved 

through personal effort or market economy. At the same time, capacity of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base shall be considered for successful projec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re shall be programs to reflect youth characteristics, needs and 

expected effects so that experiences in participation of national volunteer groups can 

lead to participants' growth and career development. Most of all, innovation of the entire 

social frame that works structurally and uniformly for self-initiated growth of youth will be 

necessary. There shall be holistic approaches for complete growth of participating youth 

and social problem solving rather than partial attempts to supplement existing system by 

overcoming the limits of existing volunteer activit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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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알아보기

공공의 혁신적 변화를 책임지는 미국청년봉사단, 
AmeriCorps

□ 미국청년봉사단(AmeriCorps) 개요

미국청년봉사단(AmeriCoprs)은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추

진하는 세 개의 프로그램(AmeriCorps NCCC, AmeriCoprs State & National, AmeriCorps 

VISTA)으로 구성된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활동분야, 연령, 기간 등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AmeriCorps NCCC(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는 18-24세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팀 단위 활동이다. 8-10명으로 구성

된 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 중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rps는 재난재해 경감, 예방,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한다. 

AmeriCorps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는 빈곤경감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기관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

어 가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AmeriCorps State & National은 만 17세 이상의 미

국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참여하는 미국의 청년국가봉사단이다. 참가자들은 청소년 멘토링, 자

연재해 관련 활동, 지역사회 건강문제, 환경보호, 국제평화봉사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

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AmeriCorps 프로그램

구분 AmeriCorps NCCC AmeriCorps State & National AmeriCorps VISTA

활동
분야

팀 단위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빈곤문제를 다루는 
기관들과 협업

연령 18-24살 17살 이상 18살 이상

기간 10-12개월 3-12개월 12개월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약 1년간(3개월-12개월)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학금(대학교 

학비)을 지원 받는다. 매년 7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사회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봉사

단 활동은 참여자와 수혜자간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필요

한 전문적인 기술과 업무를 경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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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청년봉사단(AmeriCorps) 목적

미국청년봉사단(AmeriCorps)은 ‘아메리코프스’가 아닌 ‘아메리코어’라고 읽힌다. Corps의 p는 

묵음처리가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중심 또는 사과의 씨앗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중심

(core, 코어)으로 읽힌다. 미국청년봉사단은 자원봉사 기관의 핵심으로, 다른 나라 및 유관기관

들이 AmeriCorps의 행보를 따라할 만큼 가치 있는 변혁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봉

사단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퍼트리고자 한다. 

□ 미국청년봉사단(AmeriCorps) 활동내용

○ 청소년 멘토링

봉사단 참가자들은 가정형편으로 과외학습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학업성적 향상과 대학진학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단 참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가까이 연결시키고, 지속적이고 방대한 공공 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기

여한다. 

○ 환경보존 이슈

환경경영 및 환경보존 이슈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년봉사단은 환경

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연못 및 공원에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흔적들을 

치우고 없애는 작업에 참여한다. 

○ 재난재해 복구

봉사단 참여자들은 자연재해나 다른 재난의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해당 

지역사회의 자기복원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기관과 연대하며, 구체적인 복구활

동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정해지면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구호활동을 펼친다. 

○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 건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의 향상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에게 적정주

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봉사단 참여자들 대부분이 대학교 혹은 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어 다양한 전공분야를 실제 집짓기 활동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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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건강문제

어린이들의 영양부족과 소아비만 문제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 청년들은 소아비만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기부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퇴역군인 지원

대부분의 퇴역군인 및 그들의 가족들은 노인세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

거나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청년봉사단원들은 그들

이 지원혜택을 찾고 신청하는 것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의 접

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미국청년봉사단(AmeriCorps) 활동혜택

○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 전문 직업훈련 및 기술 관련 교육

○ 생활보조금 

○ 건강관련 혜택(지역사회 소속 체육시설, 공공보험 등)

○ 프로그램 완료 후 교육관련 비용 지원(대학교 학비, 대학원, 직업교육, 학자금대출 등)

○ 다국적 기업, 사기업, 공기업, 비영리 단체 취업 기회

진미경(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참고자료

미국국가봉사단 웹사이트. http://www.nationalserv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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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Case

Youth Social Volunteer Group, Aimed at Public 
Innovative Changes, AmeriCorps

□ Overview of AmeriCoprs Program

AmeriCoprs is an network of national service programs, made up of three programs, 

AmeriCorps NCCC, AmeriCorps State & Natioanl and AmeriCorps VISTA, that each take a 

different approaching to improving lives and fostering civic engagement. Participants can 

take part in most suitable program, comparing options such as types of service, age, and 

duration. AmeriCorps NCCC(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is a team-based program 

for young adults aged 18 to 24 years old. Teams, comprised of 8-10 members, complete 

hands-on projects that address essential community needs, and especially,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rps teams train and conduct projects related to 

disater preparedness, mitigation, response and recovery. AmeriCorps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members support organizations that help eradicate poverty. They also 

help all individuals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and build the capacity of an organization 

and enhance its ability to serve the community. Lastly, AmeriCorps State & National is 

designed for U.S. citizen, U.S. national, and legal permanent residents over 17 years old. 

Members commit their time to address critical community needs in the field of mentoring 

youth, disaster service, healty futures,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international 

PeaceCorps engagement. 

AmeriCorps Programs

AmeriCorps NCCC AmeriCorps State & National AmeriCorps VISTA

Types of 
Service

Conduct hands-on 
service projects with 

a team

Meet community needs 
through diverse projects

Work with 
organizations to 

fight poverty

Age 18-24 yeas old over 17 years old 0ver 18 years old

Duration 10-12 months 3-12 months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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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or three months to a year, AmeriCorps members are 

granted perks, such as Education Award, health benefits, student loan deferment, and so 

on. More than 75,000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participate in AmeriCorps each year, 

and the national service program contributes to building a sense of solidarity between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and experiencing professional skills and jobs needed for 

various public services. 

□ Purpose of AmeriCoprs Program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corps’ is (kôr) like the core of the earth or core of the apple, 

but spelled with a silent ‘p’. As the core of the volunteer orgaization, AmeriCoprs intends to 

lead a transformational program that is worthy enough for other countries or organizastions 

to follow. Through the service program, young Americans experience the opportunity 

to serve communities, share their experience and spread the values of participating in 

service not only throughout the country but international society.

□ Sphere of AmeriCoprs Projects

○ Teaching and Mentorship

AmeriCorps members facilitate mentorship programs for community members who 

have less opportunities for extra learning on grounds of houshold economical status, 

providing advice on improv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and college preparatory. 

The montorship program connects participants with community members closely, and it 

contributes to forming a continous and extensive public network.

○ Environment Conservation

Environmental manageent and conservation is a significant and growing global issue. 

AmeriCorps members remove trash and other man-made debris from local ponds to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Disaster Relief

AmeriCorps members help communities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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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disasters. They work together with various disaster specializ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strenghten resilience of damaged communites. Once 

members for a restoration project are organized, they take part in disaster-related efforts 

systematically.

○ Building Affordable Houses

AmeriCorps members build affordable housing units for families to increase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or those living in poverty. As most of particiapnts for this program 

attend colleges or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they can apply their various majors for 

housing process. 

○ Community Health Issue

Undernutrition and childhood obesity issues are addressed importantly in the Community 

Health program. By conducting campaigns, AmeriCorps members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donate fresh produce to local schools or nursery facilities to promote healthy 

futures and reduce childhood obesity.

○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Assistance

Most of veterans and their families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access to the resources they 

need and in going through application process on the internet. AmeriCoprs members 

assist 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in exploring benefits orptions and filling for benefits 

claims so they can access to service easily and meet the unique needs of military families.

□ Benefits of AmeriCoprs Projects

○ student loan deferment

○ skills and training

○ living allowance

○ Limited health benefit options

○  Eudcation Award upon completion of service (help pay for college, graudate school, or 

vocational trㄴaining, or to repay student loans)

○ Career opportunities with leading employers from the privat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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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알아보기

청년의 의미있는 삶의 경험 만들기, 
Canada Service Corps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더 많은 의미있는 봉사활동과 서비스 기회

는 더 많은 청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필수적인 삶과 일의 경험

을 쌓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국가 청소년 서비스인 캐나다서비스단

(Canada Service Corps)를 올해 1월 런칭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들에게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민참여와 세계시민의식

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캐나다서비스단(Canada Service Corps) 개요

캐나다 정부는 캐다나서비스단(Canada Service Corps) 운영을 위해 2021년까지 약 1,172억

(1억 5백만 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다. 10개의 파트너 봉사관련 기관(YMCA, 4-H, Apathy Is 

Boring, Canadian wildlife Federation, Katimavik 등)에 예산이 배분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

정이다. 또한, 15-30세 청년들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

상하여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250, $750, $1,500) 내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년, 아동, 노인, 난민, 신규이민자, 장애인, 토착민, 성소수자, 소

수인종, 정신질환 또는 중독 환자 등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7월까지는 청년들의 동기와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들에게 

서비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곧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청년들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

하는 설계단계를 거친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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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서비스단(Canada Service Corps) 운영계획

준비단계 동안 캐나다 정부는 국가, 지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서비

스 기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  청년들에게 서비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

를 개설한다

○  청년들에게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을 봉사단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관심

사에 맞는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Thinking IT Global(세계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금을 제

공함으로써 혁신적인 지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봉사활동이 의미있는 서비스의 첫 단계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는 Volunteer Canada를 

통해 청년들이 봉사활동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매칭서비스를 운영한다

□ 캐나다서비스단(Canada Service Corps) 기대효과

본 봉사단 활동이 청년들이 지역사회 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시민 참여의식과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정(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참고자료1

캐나다 총리 공식 웹사이트, http://www.pm.gc.ca

참고자료2

New Canada Service Corps to get $105M until 2021 to boost youth volunteering. Global News. (2018.1.16.). 

https://globalnews.ca/news/396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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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Case

Making Meaningful Life Experiences of Youth, 
Canada Service Corps

Justin Trudeau, The Canadian Prime Minister, said "More meaningful volunteer and service 

opportunities means more young people will have the chance to practice leadership, 

develop individual strengths, and gain essential life and work experience." when he 

launched Canada's new national youth service initiative ‘Canada Service Corps’ in 

January. The new program aims at encouraging young Canadian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erving their communities and instilling a sense of civic engagement and 

global citizenship.

□ Overview of Canada Service Corps 

The Canadian government pledged $105 million until March 2021 for the service project, 

and ten 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including YMCA, 4-H, Apathy Is Boring, Canadian 

wildlife Federation, Katimavik, will be provided with a budget for operating projects with 

youth. Individual or team consisting of 15 to 30 year-old-canadians also will be able to 

apply for grants of either $250, $750, or $1,500 in order to implementing projects that 

target at-risk youth and children, senior citizens, refugees and newcomer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 LGBTQ community members, racial or visible minorities, 

vulnerable individuals such as those with mental health issues or addictions, or multi-

barrier populations.

Until July 2019, the government of Canada will run the testing phase, and it will work with 

young Canadians to find out more about their motivations and interests, and to explore 

what service means to them. Ideas from youths will directly shape the initiative, and help 

to ensure it meets the needs and priorities of young people once it is fully implemented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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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ian Government’s Plan for Service Corps

During the first phase, the government will work closely with national, regional, and local 

organizations to explore diverse strategies for connecting youth with meaningful service 

opportunities.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Launch a new webpage for young Canadians so they can provide feedback about 

what service means to them

○  Provide youth from all backgrounds with flexible opportunities to get involved in service 

project that suit their interests

○  Fund projects, through ‘TakingITGlobal’, which will provide young Canadians with 

opportunities to get involved in service to communities

○  Help eligible organizations apply for funding so they can launch innovative local and 

regional projects that engage young people and get then involved in meaningful 

service opportunities

○  With understanding that volunteering is often the first step to meaningful service, offer 

an online matching service to find volunteer opportunities in their communities

□ Expected Effect of Canada Service Corps

The Canada Service Corps will help young Canadian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erving their communities and instill a sense of civic engagement and global citizenship. 

It, furthermore, will give them a chance to find a way to contribute to society where they 

belong and improve the world. 





이슈 2┎Issue 2

청소년과 봉사학습
Juvenile and Service Learning

사회적가치(사회적 기업가정신) 학습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서 봉사활동

Volunteerism as a New Space for Learning of Social Values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국내이슈 살펴보기] 

청소년봉사학습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공통점

[국내사례 알아보기]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앙트러프러너를 키우는 곳, OEC LAB

[해외사례 알아보기] 

실제활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배우기, Fiver Challenge

[Domestic Case] 

Common Aspects of Juvenile Service Learning and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Domestic Case] 

Place of Developing of Entrepreneurs Leading Changes of 

the World, OEC LAB

[Overseas Case] 

Learn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Actual 

Activities, Fiver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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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살펴보기

청소년봉사학습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공통점
세상의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는 경험학습

□ 한국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란?

한국의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는 어떤 이미지일까? 고등학생 20시간, 중학생 15시간이라는 권

장시간으로 자원봉사가 진정한 자발적 활동이기보다는 입시교육에 필요한 활동의 일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무적인 활동, 형식적인 활동으로의 이미지로 단순한 일

손 돕기, 지루한 환경정화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이다. 이런 방식은 청소년에게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전할 수 없다.

청소년 봉사학습은 기존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롭

게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경험학습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기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이 봉

사활동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봉사학습을 이야기해왔다. (이제 그 봉사학습에 사회

적 기업가정신을 더하려고 한다.)

□ 자원봉사, 담장을 넘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 공익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연대와 결합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도 스스로를 둘러싼 단단한 담장을 넘어야한다. 지난 6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세미나 ‘담장을 넘다: 선(善) 너머 선(線) 잇기’는 도덕

적, 개인적 차원의 자원봉사를 넘어서자는 화두를 던졌다. 새로운 영역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남을 돕는 착한 활동 너머에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으로 새로운 선(line)을 잇고

자 했다. 4번의 세미나에서 나눈 이야기와 올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도할 청소년봉사

학습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만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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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자원봉사, 담장을 넘다 

청소년에게 새로운 자원봉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목 청소년 자원봉사 담장을 넘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연사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조혜선 

(oec 기획이사, 스토리디자이너)

주요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인재, 
자원봉사의 개념 변화, 5파운드챌린지

기업가정신, 앙트십
(entrepreneurship), 

창직의 시대, 도전, 만원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은 변화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다.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불안과 맞물려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직업 종말의 시대에서 청소년은 어

떤 미래를 그려야할까? 기존의 인재상은 정해진 답을 찾는다면, 미래사회는 답을 생산해내는 

인재를 원한다. 창직의 시대, 어느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은 이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영국의 경우, 이 부분을 자원봉사로 풀어낸다. 

volunteer의 영역에는 수많은 사회참여 실천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중요한 표현이

자 지역경제의 중요 요소이다. 영국의 초등학생은 5파운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경

제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운다. 우리나라 청소년도 

이제 보다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시도를 하

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있는 oec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창업자가 되지 않더라도 기업가정신은 21세기의 생존기술이라는 모

토로 앙트십(entrepreneurship의 줄임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시대는 변하였고, 청소

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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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善) 너머로의 도전

이미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한 발짝 먼저 담장을 넘은 사회혁신가도 있다.

제목 사례1. 나눔의 선순환 JUMP 사례2. 비영리스타트업 FLRY

연사 이의헌 (JUMP 이사장) 김다인 (FLRY 대표)

주요
키워드

대상자 아닌 주체로서의 청년과 
청소년, 욕구 반영, 공정한 교육기회

꽃을 통한 나눔, 새로운 자원봉사 
아이템, 공감과 참여, 변화와 노력

교육 소셜벤처 점프(JUMP)는 ‘공정한 교육기회와 좋은 사람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양

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든다.’를 미션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다. 보통의 멘토링 프로그램

은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명확하게 나뉜다면, 점프(JUMP)는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직장인

이 서로 주고받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모형의 기반에는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

의 니즈(needs)를 반영하여 그 누구도 대상자가 아닌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만든다.

플리(FLRY)는 비영리단체로 ‘꽃을 통해 나눔과 공감대를 확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람과 꽃을 연결한다. 결혼식에서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꽃들을 재가공하여 소외된 

이웃과 나눈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이들과 꽃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넓히고자 Honest 

Flower라는 새로운 꽃 판매 수익사업도 시작했다. 소셜 프로젝트로 시작된 플리(FLRY)는 사단

법인이 되었고,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 중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교육의 불평등 해소’과 ‘꽃이 주는 긍정의 임팩트’라는 삶 속에

서 만난 키워드를 미션으로 삼고 활동을 시작했다. 작게 시작한 첫 걸음이 단체가 되었고, 이

제는 다른 이들이 벤치마킹 하려는 곳이 되었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나의 불편 혹은 욕구를 찾

아내어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

는 다른 삶의 방식일 것이다.

□ 선(線) 잇기를 시도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앞서 열린 오픈세미나와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아 청소년봉사학습과 사

회적 기업가정신이 결합된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시범사업을 구상하였다. 청소년 자원

봉사 스타트업은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며 

자원봉사 스타트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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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할 또 다른 선순환을 위해 기부하게 된다. 모든 과정과 결과는 데모데이(demo-day)를 

통해 공개되어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며 평가와 피드백 속에서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프로세스(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문제해결과정 배움
사회적 기업가정신 

공감
아이디어도출

자원봉사 
스타트업 기획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활동기금 지급
자원봉사 스타트업 

실행
수익금 기부 데모데이

3~6명이 한 팀으로 운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타인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을 배울 것이다. 사회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도전정신을 배울 것이다. 

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기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을 몸으로 체득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될 것

을 기대한다.

□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며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길

청소년이 이렇게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 교육현장의 요즘 화두는 ‘Real world learning’이라고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직접 배우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봉사학습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경험은 공

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후 이에 대한 자기 성

찰과 피드백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봉사학습은,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공공의 이익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맞닿는다. 공익실현이라는 지향하는 바가 같다.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습이다. 문제

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경험이다.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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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경쟁보다 함께하는 삶을 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자원봉사는 삶의 태도를 배운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생활의 기준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하

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 공

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을 통해 청소

년이 공익을 실현하는 삶과 생활이 서로 분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 그것

이 바로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청소년에게 두 가지의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

스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

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5세에서 17세 사이에서 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 

Kinsington Hammack-McClure

김희윤(서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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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ase

Common Aspects of Juvenile Volunteer Learning 
and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Experience-based learning of courage to challenge the 
world's problems

□ What is voluntary service to Korean juveniles?

What images of volunteerism are there for Korean juveniles? Voluntary services are 

considered as part of activities necessary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rather than 

genuine and spontaneous activities as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are asked 

to spend 20 hours and 15 hours, respectively, to take part in such activities. The most 

frequently arising images are simple help and boring environmental cleaning, which are 

obligatory activities to fill time and formal activities. Such a way cannot deliver the true 

meaning of voluntary activities to juveniles.

Juvenile voluntary learning is process-based experience learning in which they can 

recognize problems of existing voluntary works, experience anew in local communities 

and grow in their local communities. It will help with growth of juveniles through exploration 

of local community problems, self-reflection and feedback. Seoul Volunteer Center has 

shared voluntary learning for juveniles to grow into citizens through their voluntarism. (Now 

social entrepreneurship is about to be added to the voluntary learning.)

□ Voluntary Work, Going Over the Wall

Coalition and combination in various areas will be necessary for more active public 

goods realization in a changing society. Volunteerism shall go over the thick wall that is 

surrounding it. 'Going Over the Wall: Connecting Lines Beyond Goodness', a seminar 

connecting volunteerism and social economy, which was conducted by Seoul Volunteer 

Center in June, shared a meaning to overcome moral or individual-level volunteerism. 

The aim was to generate a new line through activities to solve common problems by 

attempting encounter with new areas and overcoming good activities to help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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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learning through four seminars and the encounter between 

juvenile voluntary activities and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to be attempted by Seoul 

Volunteer Center. 

□ Juvenile Voluntary Activities, Going Over the Wall 

For juveniles, new voluntarism and new approach are needed.

Title
Juvenile Voluntary Work, Going 

Over the Wall
New Approach to Solve Problems of 

the World

Speaker
Seung-hwa Ahn 

(Head of Seoul Volunteer Center)

Hye-seon Cho 
(OEC Planning Director, Story 

Designer)

Main 
Keywo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People, Change of 

Concepts of Volunteerism, 
5-pound Challenge

Spirit of Entrepreneurship, Age 
of Creation of Jobs, Challenge, 

10,000 Won Proje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keyword representing the changing era. Juvenile 

interest in their career is expanding alongside anxiety for their future jobs. In the age 

of close of jobs, what future shall be drawn by juveniles? If existing images of talented 

people seek already found answers, future world will need people who will produce 

answers. The age of job creation, there shall be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how to 

live rather than what the company is.

New activities are needed to develop new capacity needed in the 21st century. How much 

is our education process prepared? In the UK, such a part is solved through volunteerism. 

As areas of volunteer imply practice of many social participation aspects, it is an important 

expression of citizens while being a major element of local economy. A British elementary 

school child learns to plan for and practice new economic activities in a local community 

with 5 Pounds. He/she will learn about a new way of life to solve problems. Can Korean 

juveniles challenge a broader sense of volunteerism? There are attempts, to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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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 which offers learning of entrepreneurship, started with a question, 'how can children 

prepare for a job that does not exist yet?'. They offer entrepreneurship training based on 

the motto that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is the technology to live the 21st century. Now, 

the age has changed and education for juveniles is changing.

□ Challenge beyond Goodness

There are already social innovators who have overcome the wall in the area of 

volunteerism.

Title
Case 1. JUMP, Virtuous Circle of 

Sharing
Case 2. Non-profit Start-up 

FLRY

Speaker Eui-heon Lee (Director of JUMP)
Da-in Kim (Representative of 

FLRY)

Major 
Keyword

Youth and Juvenile as Subject 
Not Object, reflection of needs, 

fair education opportunity

Sharing through flowers, new 
volunteerism item, sharing and 
participation, change and effort

An education social venture, JUMP offers mentoring based on the mission, 'to make 

a world of diversity through fair chance for education and network expansion of good 

people.’ If, in an ordinary mentoring program,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those who give 

and others who receive, JUMP provides a virtuous cycle in which juveniles, youth and 

employees share. In the background of the model, needs of juveniles and youth will be 

reflected and anyone can be the subject rather than an object.

FLRY is a non-profit organization connecting humans and flowers with the goal, 'expand 

sharing and sense of bond through flowers and make a better world.' Flowers abandoned 

after a wedding are re-processed and shared with excluded neighbors. In its third 

year, to have more chances to share flowers with more people, it began a new flower-

selling project called Honest Flower. FLRY, which began as a social project became a 

corporation and is now challenging in a new area called applic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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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common aspects of these two cases. The activities began with missions 

found in life, such as ‘resolution of inequality in education' and 'positive impact of flowers'. 

The small first step became an organization and is now a subject of benchmark by others. 

Although the methods are diverse, a person's inconvenience and desire were found out 

to develop them into an alternative for all, not an individual. This shall be a new way of life 

concerned about public interest.

□ Attempting to Connect Lines

Seoul Volunteer Center organized a test project named 'Juvenile Voluntary Service 

Start-up' by reflecting open seminar results and voices of participants and combining 

juvenile volunteerism and social entrepreneurship. Juvenile voluntary service start-up is 

a process for juveniles to find out social problems, run funds to solve them, planning and 

executing voluntary start-ups. Profit generated in the process will be donated for another 

virtuous cycle. All the processes and results are opened through demo-day in which the 

participants share, encourage, evaluate and offer feedback.

Juvenile Volunteerism Start-up Process (Plan)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Learning 
process of 

problem solving

Sharing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Derivation of 
ideas

Planning for 
volunteer 
start-up

→

Step 5

→

Step 6

→

Step 7

→

Step 8

Payment of 
activities fund

Execution of 
volnuteer start-up

Donation of 
profits

Demo-day

In the process that 3~6 people make up one team and manage it, they will learn to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They will learn to challenge in the process 

of finding social issues and exploring solutions. In the process of running funds and 

donating profits, they will experience the way resources are distributed. Also, they are 

expected to realize how their activities affect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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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th into Active citizens by Challenging to Solve Social Problems

What is the reason for juveniles to become protagonists of events where volunteerism 

meets social economy? The recent subject of the US education is ‘real world learning’. It 

is to learn directly by solving actual problems in reality. The experiences for juveniles to 

learn about voluntary learning and social entrepreneurship will be the groundwork to learn 

about the ways and attitudes of life to seek public interest.

Voluntary activities to discover and solve local community problems will be planned and 

executed, through which juvenile volunteerism learning grows alongside self-reflection 

and feedback. This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which social 

problem solving is realized through public interest. The common goal,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meets the goal of these activities. 

It is a practice to be concerned and solve together without turning away when faced 

with a problem. When there is a problem, you will pursue and practice social bonds 

with communities rather than individuals. In the society of competition, what is needed is 

practice to choose living together rather than competition. This is connected to attitudes 

and ways of life, that is, how to live.

Existing voluntary activities learn attitudes of life. Therefore, it failed to become a standard 

for living while remaining as a goal in life. Beyond living a good life on your own, it is 

necessary to live together as citizens. In this, pursuit of social value does not collide 

with pursuit of economic value. It is to choose a way of life respecting common interest. 

It is hoped that juvenile's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and daily life are not separated 

through ‘Juvenile Volunteerism Start-up’. This will be the first step to become an active 

citizen.

"Volunteering is important for youth because it helps them understand two things: 

how much you gain and grow by helping others, and how much you can have 

an impact. Whether you're 5 or 17, you can make a difference." - Kinsington 

Hammack-McC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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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알아보기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앙트러프러너를 키우는 곳, 
OEC LAB

□ 앙트십스쿨 개요

앙트십은 OEC랩(Open Entrepreneur Center)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Entrepreneurship(기업가정신)을 줄여서 부르는 단어이다. 앙트십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

를 발견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내는 힘이다. 급변하는 직업세계, 고용 없는 성

장이 지속되는 21세기에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앙트십 교육이 필

요하다는 믿음아래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앙트십 교육은,

 ○ 주입식, 경쟁 위주 공교육을 보완하는 창의, 협력 교육이다

 ○ 일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배우는 문제해결형 교육이다

 ○ 1회적 교육이 아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기 교육이다

 ○  기업과 연계된 현장 체험형 교육이다. 창업자, 예비창업자가 강사로 참여하는 사회자원 활

용 교육이다

현재, 기업가정신 교육은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평생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

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는 자아발견에 중점을 두면서, 이것이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

지도록 교육하면서 기업가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시절에 기업가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15~20%는 창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들에 비해 19% 정도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직장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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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랩 앙트십 교육 예 - 문제해결 기업 워크샵

OEC의 ‘문제해결 기업 워크샵’은 창업가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진로탐색을 위

해 구성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앞으로 20년 후에는 현재 존재하는 기

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직업세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21세기

에는 정해진 직업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고 

취업과 창업을 넘나들며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창조 DAN, 즉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기업 워크샵의 교육대상은 청소년과 일반으로 나눠지는데, 청소년은 초등학교 5-6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일반은 학부모, 교사, 기업, 단체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기업세계의 이해와 관심분야의 발견과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기업의 사례를 응용

하여 자신만의 문제해결방법을 찾고 다양한 기업사례를 통해 관심분야를 확인하고, 창업가적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를 탐색한다.

프로그램은 클래스 당 20명 내외의 학생이 4-5명 규모의 모둠을 구성해 3시간 동안 모둠활

동으로 진행한다. 개인별 워크북과 기회발견 문제해결 카드 등 문제해결 기업워크샵 패키기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문제해결 카드에 소개된 기업 중 관심 있

는 기업에 대해 자세한 탐색활동을 진행하고, 문제해결 카드를 활용한 모둠별 활동과 게임을 

통해 카드에 소개된 다양한 기업들의 문제해결 사례를 이해해본다. 문제해결 카드의 사례를 

응용해 일상 속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나만의 문제해결 카드를 만들어본다. 모둠활

동을 통해 확인된 자신의 관심분야와 장점을 찾아본다. 3시간 중 반절은 세상과 기업, 문제해

결형 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반절은 문제해결 카드를 이용한 빙고게임과 

나만의 문제해결 카드를 만들어보고,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돌아보며 각 팀원의 강점을 강

점표에서 찾아 써주는 시간을 갖는다.

강예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참고자료

OEC LAB 웹사이트. https://www.oec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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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ase

Place of Developing of Entrepreneurs Leading 
Changes of the World, OEC LAB

□ Overview of Entrepreneurship School

Entship is an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 of OEC Lab (Open Entrepreneurship 

Center), which is also an abbreviation of entrepreneurship. Entship is a source of power 

to find out chances in the changes of the world and generate new values through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when the world of job changes rapidly and growth without 

employment continue, it believes that there needs to be Entship training to understand 

changes of the world and make new values. Based on this spirit, it runs various training 

and activity programs to develop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Entship training pertains to the following:

 ○   It is training of creativity and cooperation to supplement cramming and competition-

based public education.

 ○  It is to directly solve daily problems and ensures problem solving.

 ○   It is long-term training to generate changes of thoughts and behaviors rather than 

one-time training.

 ○   It is the worksite experience-based training connected to companies. It is education to 

use social resources where entrepreneurs and potential ones take part as lecturers.

Currently, training of entrepreneurship is securing the world's attention. In the US,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is learned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universities and lifetime education. In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Kingdom, 

there is a focus on discovery of self. Training takes place to lead this to generation of 

economic values and to expand entrepreneurship training. Based on a study, 15~20% of 

students who learned about entrepreneurship when they were juveniles would cho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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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their own companies. If they chose to be employed, their employment rate was 

19% higher than those who didn't have any such training. Once they are employed, their 

performance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have not been trained.

□ Case of Entship Training, OEC Lab - Problem - solving Corporate Workshop

OEC's ‘Problem-solving Company Workshop' was established fo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ho are able to solve problems as entrepreneurs and for exploration 

of career. In 20 years from now,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will make 50% of the current companies perish. In the 21st century 

when such rapidly changing job world is expected and growth without employment is 

forecast, the DNA to lead changes of the world through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of companies to create our own future under any circumstances, instead of preparing for 

future with a job already prescribed, will be needed, which is summarized as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The subject of problem-solving entrepreneurship workshop is divided into juveniles and 

adult citizens. Juveniles are divided into fifth-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while adult citizens cover parents, 

teacher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e effect of this program helps to solve your 

own problems by applying examples of companies which found opportunities through 

understanding of corporate world, discovery of interested areas and problems. It also 

helps you to find your own interested areas through various corporate cases and explore 

self-initiated career based on entrepreneurship-based problem-solving capacity. 

Each program consists of about 20 students per class. Among them, 4-5 students 

will form a group to carry out group activities for three hours. Individual work books 

and chance-finding, problem-solving cards will be offered alongside problem-solving 

company workshop packages. The workshop continues for three hours. You will 

explore the companies that you are interested among others introduced in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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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cards. Then, you will understand problem-solving cases of various companies 

introduced on the cards through group activities and games using problem-solving 

cards. You will also apply the cases on the problem-solving cards, seek solutions and 

make your own problem-solving cards. You are also asked to find your own interested 

areas and advantages confirmed through group activities. A half of three hours will be for 

understanding the world, companies and problem-solving companies and the remaining 

half is to play bingo using problem-solving cards, make your own problem-solving cards, 

look back upon what has been learned through activities, and write down strength of 

each team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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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알아보기
실제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배우기, Fiver Challenge

영국 NGO인 Young Enterprise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위한 직업준비 교육과 소규모 사업 

운영 교육을 운영한다. 이 교육들을 통해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고 업무에 필

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Young Enterprise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Fiver Challenge라

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직접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산술능력과 팀워크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파이버챌린지(Fiver Challenge) 개요

파이버챌린지(Fiver Challenge)는 Young Enterprise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7-13세)들을 대상으로 하며, 4주 동안 지급된 5파운드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어 사업활동을 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

도록 하는 대회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및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소개

하고, 금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을 만들어보고 경영하는 경험을 통한 경제교

육 및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회복력, 협동정신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파이버챌린지(Fiver Challenge) 운영 방법

파이버챌린지는 학교를 통해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본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구성한다. 경영활동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소

규모 기업을 창업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물품의 제작 및 판매, 세차, 복권판매 등 다양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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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을 따라 관리된다. 4주간의 활동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활동내용, 매출량, 이익,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하여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다. 기간

이 끝난 후 참가자는 자본금은 5파운드를 반납하고, 그 이상으로 만들어 낸 수익은 본인이 갖

거나 지역사회, 학교 등에 기부할 수 있다.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하여 5파운드를 되갚을 수 없

을 경우에도 적어도 3파운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 파이버챌린지(Fiver Challenge) 효과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업교육을 재미있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학생

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활동을 통해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절의 효과적인 개입은 어린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몇 연구를 통해 회복력과 같은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후에 인생의 기회와 사회이동 측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습득한 기

술들을 보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과 인생에서 필수적인 역량인 협동정신, 재무

역량, 의사소통 등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중 하나인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과목의 주요 학습목표인 아래의 내용을 실제 활동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다. 

 ○ 기업과 기업가기질의 이해

 ○ 인생에 있어 돈의 역할(재정관리 방법 포함) 및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

 ○ 이자, 대출, 부채, 세금 등에 대한 기초 이해

 ○  자원의 다양한 분배방법, 경제적 선택이 개인,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영국의 경우, 학생들이 성장 후 맞이하게 될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학교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내 학습을 보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료와 함께 협력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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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역량이 발달되었으며, 회복력을 키움으로써 학생들이 계획대로 일이 되

지 않았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

을 개발하고 위험을 미리 연습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조정희(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글로벌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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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eas 

Case

Learn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Actual Activities, Fiver Challenge

A British NGO ‘Young Enterprise’ operates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which provide 

opportunity young people, from primary school to university students, to get a taste of 

the world of work and the excitement of running a business. Through these programs, 

students gain a first-hand insight into the career and learn about the skills which are 

valued in the workplace. For primary school pupils, the organization designs the program 

named ‘Fiver Challenge’ that includes operation of their own mini business and creation of 

a product or service they can then sell or deliver at a profit. It provides with a chance to 

develop core skills such as teamwork and numeracy as well as to learn entrepreneurship 

naturally to young pupils. The Seoul Volunteer Center launched a ‘Juvenile Voluntary 

Service Start-up’ to offer secondary school students a place to learn entrepreneurship 

through hands-on projects. 

□ Overview of Fiver Challenge

Fiver Challenge is an enterprise education initiative run by the Young Enterprise. The 

Fiver program is designed for pupils aged 7 to 13 years old. Over the course of four 

weeks, pupils have the opportunity to do something enterprising with a £5 pledge. The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introduce primary school students to the world of enterprise 

education, the concept of budget, and financial education by undertaking an enterprise 

activity. It also amis to provide pupils with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such as resilience 

and teamwork.

□ Operation of Fiver Challenge

Pupils can apply for the Five program either by individual or team, but only through their 

schools. All enterprising activities must be specially created for the challenge, and these 

refer to setting up a small business and creating a product or service that they can se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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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 at a profit. Participants can try a wide range of activities such as selling product, 

washing car, and selling raffles, but a detailed manner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and conditions. During the challenge period, participants are responsible for 

sharing a logbook documenting their business, activities, progress, turnover and profit 

via the online platform managed by the Young Enterprise. On the completion of the 

challenge, participants must pledge to return the original £5, and if they make a profit, 

they may donate a part of earnings for community or schools they belong. In the event 

that participants do not make a profit, they should return at least £3. 

□ Expected Effect of Challenge Program

Fiver program introduces primary school students to enterprise education in a fun and 

interactive way. Participants are encourage to create an idea that helps them to engage 

with their communities and develope new skills through a practical approach of learning-

by-doing. Effective intervention at primary school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young person's life. Research has shown that instilling key skills, such as resilience, can 

have a profound impact on later life chances and social mobility. Additionally, through the 

Fiver challenge, pupils can complement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of skills gained 

in the classroom. The program offers an introduction to the world of work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develop skills such as teamwork, financial literacy, and communication, 

those all vital for education and in later life. For example, student are encouraged to learn 

critical elements addressing in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class as 

given below.

○ About enterprise and the skills that make someone 'enterprising'

○  About the role money plays in their own and others' lives (including how to manage 

their money) and about being a critical consumer

○ To develop an initi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interest, loan, debt, and tax

○  How resources can be allocated in different ways and how these economic choices 

affect individuals, communitie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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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national curriculum, British schools are required to prepare pupils for the 

opportunities, responsibilities and experiences of later life. The Fiver program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upils to apply classroom-learnt skills in a real life context, and it brings 

positive impacts on four key areas of pupils' development. Firstly, the program help 

participant develop core skills such as working together, expressing opinions and valuing 

those of peers. Secondly, it gives pupils a chance to understand the notion of resilience 

and begin to understand the value of not giving up when things do not go to plan. 

Thirdly, it offers a safe learning environment to develop entrepreneurship and practice risk 

taking. Lastly, it helps you people engage with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communities and the rold that they can play in contributing positively to thei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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