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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칙의 유연화와 영역의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의 범위 확대 재규정 

요약
자원봉사, 대상별로 특화프로그램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시민사회영역과 연계

시민사회영역 다양화· 비영리영역 확대로 자원봉사 개념· 영역 확장

자원봉사는 자선, 자조, 상호부조와 함께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민간사회보장체

계의 하나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장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화와 비영리 영역의 확 로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의 핵심 원칙인 자발성과 무 가성의 

기준이 점차 관 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을 넓게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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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자원봉사는 세대· 환경 변화로 줄고 시민참여 총량은 늘어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2009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봉사와 전문봉사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전통적 

자원봉사 참여의 양적 확 는 정체 상태이나, 정기적·전문적 자원봉사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전국/서울의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그림 3] 전국/서울의 자원봉사 참여 특성 

전통적인 자원봉사 참여율 저하는 경기침체, 도시화, 개인주의의 확  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공

급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수

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모임, 사회적경제 등의 새로운 민간 영역

은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 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정체·감소하고 있지만, 더 넓은 범위의 시민참여 총량은 오히려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2006 2007 2009 2011 2013 2015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14.3 - 19.3 19.8 19.9 18.2

시민사회단체에의 참여 5.5 - 6.2 5.0 11.3 9.4

지역사회모임에의 참여 - - - 2.6 8.9 9.2

비영리민간단체 수(전국) 7,241 9,003 10,209 11,579 12,894

비영리민간단체 수(서울) 910 1,052 1,278 1,590 1,85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각 연도

[표 1]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모임 등 시민참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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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적 환경 변화로 자원봉사 영역 패러다임 전환 요구받아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자원봉사 영역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둘러싼 변화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비영리 영역의 확  및 다원화, 사회서비스에 한 사회적 

요구의 증 ,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정책적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에 한 수

요 증가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포괄적 사

회서비스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에 응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단위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확 되기 시

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기반·서비스 제공 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

키는 반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인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라는 위기 요인과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 등장이라는 

기회 요인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개발을 통한 자

원봉사의 영역 확 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시민참여 영역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자원

봉사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단

순 봉사의 형태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4]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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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자원봉사 민간위탁 운영…봉사자에 실비 등 인센티브 지급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일찍 정착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발전과정과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초기 자원봉사는 상부상

조와 자선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시민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원봉사 영역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민간기반의 조직운영을 유지하되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해외의 경우 봉사자에 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

어 있다. 미국은 「자원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에 따라 자원봉사에 소요되

는 실비와 실비 외 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가를 허용하여 법적 범위 내의 급여, 장학금, 

의료혜택, 자녀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도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경비와 

실비, 그리고 소정의 활동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이나 보상이 활동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실비지원 봉사도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무 가성에 한 포괄적 관점을 반영

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의 개념을 돌봄, 교육,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으로 확

하자는 일부 학자들(Atkinson, 1996; 201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에서 최근 활발한 논쟁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수급자격

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심층인터뷰로 자원봉사 관련 인식충돌, 욕구변화, 외연 확대 확인

자원봉사 영역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를 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 개념의 확장과 함께 외연의 확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장인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조직,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자발적 봉사가 증가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원봉사 실무자와 자원봉사 참여자 모두 어디까지를 자원봉

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지에 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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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 중심·서비스 제공형 노력봉사’에서 ‘시민 참여형 전문봉사’로 자원봉사에 한 욕구

가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도 자원봉사에 

한 수요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의 주체들은 자원봉사를 ‘서비스 

제공형 봉사’, ‘비전문적 노력봉사’의 협소한 의미로 인식하거나, ‘자원봉사’와 ‘시민참여’를 별

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봉사인력에 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영역과의 연계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

원봉사센터의 역량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봉사실적을 채우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르신 세 의 경우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수료와 연계되는 전문봉사와 재능 나눔에 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

보다 노인 자원봉사 영역의 경우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일자리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어, ‘실

비지원’과 ‘소득활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제시

되었다.

자원봉사센터, 성과중심 평가방식으로 바꾸고 서울시사업과 연계를

이 연구는 서울시 자원봉사 영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자원봉사 영역의 민간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지방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지원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독립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센터 직접 운영’에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실적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 평가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 한 평가는 자원봉사자 등록률과 참여율과 같은 자원봉사자 동원 실적이 가장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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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문제 해결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하여 자원봉사의 포괄적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

급이 필요하다. 의제의 다원화, 참여 방식의 다원화, 자원봉사 영역의 다원화를 통해 창의적, 

시민 주도적, 융합적 봉사프로그램의 기획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청년수당 사업 등 서울시의 사업들과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확 로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 사업

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자 교육에 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수급 조건으로 구직활동·직업훈련 참가 이외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포함하

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역변화 선도자· 민간자원 조직화 역할 강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원봉사 허브기

관이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인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자

원봉사 전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는 ‘지역사회 변화와 선도자’와 ‘민간

자원 조직화 창구’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먼저, 지역사회 변화 선도자로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변화를 이

끌어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기획 역량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

봉사센터가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를 증명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자원의 조직화 창구로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야 한다. 사

회적 경제 조직, 사회혁신센터, 시민단체, 자선재단,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포괄적 의미의 자원봉사 문

화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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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시민사회영역과 협력프로그램 만들고 자선영역과 연계 검토

현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상별 특화 프로그램

의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금·기부 등의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과 

융합된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 상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교과과정과 봉사의 연계, 진로탐색활동과 봉사의 연계, 장

기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청년층 상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세 의 

자기주도성,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 플랫폼의 개발과 더불어 취·창업, 

비즈니스 활동과 봉사의 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인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노력봉사부터 

전문봉사를 아우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확장된 시민사회 영역과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자원봉

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봉사와,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보노 봉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자원

봉사센터 간 연계의 경우 찾동의 읍·면·동 단위의 시민참여 사업에 한 봉사자 모집과 교육을 

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선 영역과의 연계 방안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영역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어 온 의제의 다양화, 새로운 영역의 개발, 방식의 다양화는 자선 영역의 고민이기도 하

다. 자선 영역 또한 의제 확장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새로운 배분처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클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온라인 모금, 계획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모금을 시도

하고 있다. 기부와 봉사의 상호 연계를 통해 두 영역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어 민간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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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기존의 취약계층 상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환경·안전·고용을 포함한 

포괄적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 되고 개인의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영리

조직·지역사회 기반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확장되

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자발적 민간자원이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자원봉

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와 자선의 형태에서

부터 비롯되어, 현  시민사회의 성숙과 비영리 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이타적 봉사를 넘어 

자발적 시민성의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1960년  적십자운동, 1970년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가 주도 운동

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  후반과 1980년  초에 걸쳐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민간 주도의 풀뿌리 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996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를 거치며 자원봉사 참여율은 꾸준

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비영리 영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반해, 최근 국내 자원봉사 영역은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참여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자원봉사와 유사한 개념의 사회공헌활동, 나눔 활동, 유급봉사활동, 시민참여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와 개념에 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과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주민참여 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간자원을 조

직화하는 사회적 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 혁신조직 등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개발·연계·보급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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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비영리 영역의 확 와 다변화 등 자

원봉사를 둘러싼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개념과 확장된 

범위를 모색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비전문적 노력봉사’, ‘단순 서비스 제공형 봉사’의 협의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을 확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기관으로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관련 이론, 관련 법령,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자원봉사의 확장된 영역을 탐색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둘째,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의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

경의 변화와 이에 응하는 자원봉사 영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심층인터뷰를 통한 

자원봉사 실태 파악으로 국내 자원봉사 현황을 자원봉사 실무자와 자원봉사 참여자의 시

각에서 분석하고, 현재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한 시사점을 도

출한다. 넷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

고 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상

별·영역별로 자원봉사활동 표사례를 검토하여 확장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실천적 모

델을 제안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자원봉사에 한 이해를 위해 자원봉사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를 실

시하고, 이에 한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통계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자원

봉사 현황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 변화 그리고 시민참여 증가와 자원봉사활

동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원봉

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자원봉사 영역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검토하여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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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한다. 4장에서는 상 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일찍 정착된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자원봉사의 범위와 자원봉사 지원 방향에 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심층면접조

사 내용을 분석하여 통해 국내 자원봉사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서울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과, 이

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확

장된 모델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 자원봉사 관련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검토하고 국내외 법률과 제도, 

사례를 조사하였다. 

(2) 데이터 분석

자원봉사 현황과 시민참여활동 관련 2차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1365 자원

봉사 통계, 보건복지부 VMS 자원봉사 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서베이 조사를 활용하

여 전국과 서울의 자원봉사·시민참여 현황 및 경향을 분석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 실시

국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봉사 참여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원봉사 영역 

내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 영역의 다양한 주체를 상으로 일 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통적 봉사 영역과 확장된 봉사 영역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영역의 실무자와 자원봉사

자를 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업무 담당

자, 기업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 활동 실무자, 동주민센터 주민참

여사업 담당 주무관, 개인 자원봉사자 총 21명을 상으로 2017년 7월 4일에서 9월 28일

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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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를 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유지 방법’, 

‘향후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향후 기관의 자원봉사자 활용 욕구’ 등에 

해 질문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상으로 ‘자원봉사 경험’, ‘활동 선택 경로’, ‘활동 중의 어

려움과 지원 방안’, ‘자원봉사활동에 한 보상으로서 시간 인정·실비 지원에 한 개인적 

의견’을 질문하였다. 인터뷰 이외에도 네 차례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간 자문회

의를 통해 자원봉사 영역이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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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현황

1_자원봉사의 개념 

현  자원봉사의 형태는 1950년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전 세계로 확

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자유 회복의 모습으로 간주되었다

(Govaart et al., 2001: 13). 자원봉사는 자조(self-help), 상호부조(mutual support), 

자선(charity)과 함께 순수 민간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 존재해왔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서비스가 자원봉사를 체하면서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으나, 

신자유주의의 등장, 전통적 복지국가의 후퇴, 복지국가 위기론의 두로 인해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Dollery and Wallis, 2003). 

자원봉사는 최근 비영리 영역의 다변화 및 확 와 더불어, 이타적 동기에서의 봉사를 넘어 

자발적 시민성의 표현양식으로 인식되며 그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O’Connell, 

1999; Verba et al., 1995). 근  초기까지 자원봉사에 한 사회적 요구가 공동체의 기

능을 체하는 것이었다면, 현 의 자원봉사는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최근 자원봉사의 역할에 한 사회적 요구는 자발적·자율적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원봉사(volunteering)의 개념은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Beveridge(1948)

가 자원봉사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적 활동”으로 정의한 이래, Gaskin & Smith(1995: 

118)는 공익성, 자발성, 비 가성, 조직성을 자원봉사의 특징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를 

“특정한 목적 혹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직에 가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기부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Govaart 등(2001: 16)은 무 가성, 자발성, 공

식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를 임금노동, 의무적 활동 및 사적 도움과 구분하였다. 이와 같

은 자원봉사에 한 공통적 이해에 따라 자원봉사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이롭게 하

는 것을 목적으로 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활동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원칙으로는 자발성(free choice; 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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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will), 무 가성(remuneration; unpaid), 공익성(public purpose; common good), 

조직성(structure), 혜택의 원리(intended beneficiaries) 등이 제안된다.

자발성의 원칙은 강압이나 처벌, 혹은 법적 의무에 의한 강제적 활동이 아니어야 함을 의

미하는 요소로, 군복무나 사회봉사명령 등 처벌이나 법적의무에 따라 경제적 보상 없이 

수행되는 공익적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무 가성의 원칙은 활동에 한 가를 기 하지 않거나 경제적 보상이 활동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급·임금 노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공익성의 원칙은 본인 혹은 가족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혜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

원봉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상, 지역사회, 국가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순수한 취미·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조직성의 원칙은 자원봉사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요소로, 개인

이 이웃을 돕는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혜택의 원리는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족 돌봄 

행위와 자원봉사활동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학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한 개념과 원칙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 역사에 따라 자원봉사에 한 개념정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체로 자발성, 무 가성, 공익성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는 공통적인 원칙으로 제안되

고 있다([표 2-1] 참조).

Van & Steenbergen(2005)는 EU 25개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분석

한 결과, 최소한 자발성(non-obligatory), 무 가성(unpaid), 타인을 위한 혜택(benefit 

of others)의 세 가지 공통 요소를 공유하는 경우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안한 바 있다. Smith(2000)는 자원

봉사에 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검토하여, 임금근로(paid work)와 구분되는 무보수성

(non-pecuniary motivation), 법원에 의한 강압적 봉사명령과 구분되는 자발성(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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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개인의 여가활동과 구분되는 공익성(common good)을 자원봉사활동의 핵심요소

로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

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자발성과 무 가성1)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연방자원봉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는 자원봉사

활동을 “환경이나 타인(개인이나 단체, 가까운 친지 개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보수를 받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로 정

의한다. 자발성과 무 가성, 공익성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수혜자가 가까운 친지

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혜택의 원리에 관 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자원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 1997)」은 자원봉사활동을 

“합리적 범위의 또는 실비를 제외한 보상이나, 연간 500달러를 초과하는 가를 받지 않

고 비영리 조직이나 정부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조직성을 명시하는 한편, 자발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무 가성과 관련하여 실비와 

월 500달러 이하의 보상, 즉 시장가치 이하의 금전적 보상을 허용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에 한 가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유엔봉사단(UNV; The United Nations Volunteers, 2000, 2015) 또한 경제적 보상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면 보수를 받는 봉사 역시 자원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실비 보전, 

소액의 비용지원, 풀타임 자원봉사자의 수당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1) 무대가성은 무보수성이라는 용어로도 혼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무대가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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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자발성
무대
가성

공익성
혜택의 
원리

조직성

한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항)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하는 행위

〇 〇 〇

미국 
자원봉사자보호법

(Volunteer 
Protection Act, 

1997)

합리적 범위의 또는 실비를 제외
한 보상이나, 월 500달러를 초과
하는 대가를 받지 않고 비영리 조
직이나 정부기관을 위해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2)

△ 〇 〇

영국 연방 
자원봉사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

환경이나 타인(개인이나 단체, 가
까운 친지 개념도 포함될 수 있음)
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개인의 자
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보수를 받
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3)

〇 〇 〇 △

유럽연합(EU)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선택 및 동
기에 따라 금전적인 혜택을 추구
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자발적인 
활동

〇 △

캐나다 
봉사단(Volunteer 
Canada, 2006)

민주사회의 기본활동으로, 자선 
혹은 기타 비영리조직(학교, 종교
기관, 스포츠,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무보수 도움 제공 활동

〇 〇 〇

유엔봉사단(UNV, 
2000, 2015)

자유의지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수행되는, 금전적 보상이 
주된 동기가 아닌 행위4)

〇 △ 〇

국제노동기구
(ILO, 2011)

조직을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가
족 밖의 타인을 돕는 비강제적 행
동(공식적/비공식적 행동을 모두 
포함)5)

〇 〇 〇

* 〇 해당 원칙을 엄격하게 반영하는 경우, △ 해당 원칙을 반영하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

[표 2-1] 국내외 자원봉사 개념정의    

2) 출처는 Volunteer Protection Act(42 U.S.C. 14501-05). 원문은 “The term “volunteer” means an individual performing 
services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governmental entity who does not receive — (A) compensation (other 
than reasonable reimbursement or allowance for expenses actually incurred); or (B) any other thing of value in 
lieu of compensation, in excess of $500 per year, and such term includes a volunteer serving as a director, officer, 
trustee, or direct service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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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원봉사 개념 관련 쟁점

1) 자원봉사의 원칙 관련 쟁점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원칙인 자발성, 무 가성, 공익성, 혜택의 원리, 조직성 등이 

점차 유연하게 적용되면서,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을 넓게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자발성, 무 가성, 조직성, 혜택의 원리 등을 관 하게 적용하거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활동도 자원봉사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표 2-2] 참조).

자발성의 원칙은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자원

봉사, 학생자원봉사 등 사회적 압력이나 소속된 조직의 기 에 의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봉사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무 가성의 원칙은 전통적 기준에서는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을 전혀 제공

받지 않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통신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봉사 서비스에 한 시장가치 이하의 보

상을 허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 지급을 인정하는 등 무 가성이 점차 관 하게 적

용되고 있다.

혜택의 원리 또한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으로는 자원봉사자와 수혜

자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야 함을 전제하였으나 점차 가까운 친구나 친지를 돕는 활

동도 자원봉사로 보는 유연한 관점이 적용되고 있다. 

3) 출처는 NCVO 홈페이지. 원문은 “volunteering as any activity that involves spending time, unpaid, doing something 
that aims to benefit the environment or someone(individuals or groups)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close relatives.”

4) 출처는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UNV, 2015)』. UN(2000)의 정의를 재인용하고, 해당 보고서에서도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원문은 “The terms volunteering, volunteerism and voluntary activities refer to a wide range 
of activities … undertaken of free will, for the general public good and where monetary reward is not the principal 
motivating factor.”

5) 출처는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ILO, 2011)』. 원문은 “Unpaid non-compulsory work; that 
is, time individuals give without pay to activities performed either through an organization or directly for others 
outside their own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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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관련 쟁점

최근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는 원칙을 점차 관 하게 적용하는 

경향과 함께, 어디까지를 자원봉사로 봐야 할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해 

Cnaan 등(1996)은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보수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이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the purest)’ 개념에서

부터 ‘가장 광범위한(the broadest)’ 개념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진경(2012)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안하며,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적용 유무에 따라 무보수의 자발적 활동인 ‘전통적 자원봉사활동’, 

무보수이나 자발성이 위배된 ‘규범적 봉사활동’, 무보수성과 자발성이 모두 위배된 ‘국가 

및 시민봉사활동’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발성과 무보수성이 전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자발성과 무보수성이 위배되어도 여

전히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개념
정의 내용

무보수성 자발성

적용 적용
전통적 

자원봉사활동
개인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가장 순수하며 협의적 의미

적용 비적용 규범적 봉사활동
조직적 맥락에서 시민적 책임이라는 규범적 가치에서 
접근(학생봉사활동, 기업 임직원 봉사활동 등)

비적용 비적용
국가 및 시민 

봉사활동

제도적 맥락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특정기간 
동안의 집중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시민봉사, 코이카 
해외봉사 등). 시장가치 이하의 경제적 보상을 동반함

자료: 정진경(2012: 41)에서 재구성 

[표 2-3] 자원봉사활동의 유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원봉사

를 규정하는 원칙 중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유연한 적용이 허용 가능한지, 허용 가능하다

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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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은 일차적으로 강압이나 처벌, 혹은 법적 의무에 의한 강제적 활동이 아니어야 함

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발성은 강제적 혹은 의무적 이행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한 조직

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혹은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즉 자발성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것과 같은 

분절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연속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mith(2000)는 자원봉사활동에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이나 압력

(social pressure; social obligation), 친구나 동료들의 권유와 압력(peer pressure), 

소속된 조직의 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나, 활동참여를 봉사자가 직접 결정하였

다면 자발적 봉사참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유엔봉사단(UNV, 

2015) 등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만약 어떠한 사회적 압력도 없는 상황에서 활동 여부와 

활동형태를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만을 자발적 봉사라고 본다면, 자원봉

사자에게 적절한 유형의 봉사를 제안·연결하거나,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자원봉사

자 관리 자체가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원봉사의 자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무 가성 원칙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한 가나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보상이 활동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

기가 되지 않는다면 무 가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다 관 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

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통신비·재료비 등의 실비지원(reimbursement)은 자

원봉사에 한 가나 보수가 아니라 활동에 소요된 지출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무 가

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제로 유엔봉사단(UNV),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영국의 자원봉사단체 

Volunteering Matters, 호주의 자원봉사단체 Volunteering SA 등은 공식적으로 봉사

활동에 지출된 실비 지출을 보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의 가로 서비스의 시장가치, 즉 시장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원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당을 지원하는 활동 역시 자원봉사로 포함하는 무 가성에 한 광

의적 해석도 존재한다(Smith, 2000; Cnaan et al., 1996; Wilson, 2000; Tschirhar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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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실제로 미국의 Ameri Corps의 전일제 봉사활동에서는 월 500달러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코이카 해외봉사활동 또한 현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귀가

비 등의 실비지원과 함께 현지 생활비로 월 415~625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가

치 이하의 수당 지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전일제 봉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봉사

활동에 한 가이기보다, 봉사참여로 인한 수입 감소에 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

장한다(UNV, 2011).

이 연구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여 자원

봉사의 확장된 범위를 제안한다. 먼저 자발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있어 친

구·동료·소속된 조직에 의한 사회적 압력과 기 가 존재하였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를 봉사자가 결정한다면 법률로 강제되지 않는 선까지는 자발적 결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본다. 다음으로 무보수성과 관련하여, 종일 활동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동시에 시장임금 이하의 수당을 받거나 시간 적립, 크레딧 적립 등의 형태로 인정

보상을 제공받는 형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본다. 

이 연구가 채택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그림 2-1]과 같이 엄격한 무 가성과 자발성

을 적용하던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범위에서 확장된 것이다. 즉 완전한 자발성에서 동료·친

구의 추천, 소속된 집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정부와 지자체의 기회제공에 따른 활동까

지는 자원봉사로 인정하고, 완전한 무 가성에서 크레딧과 시간적립, 자원봉사에 소요된 

비용(기회비용 포함)을 보존해주는 실비지원을 받는 활동까지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자

원봉사의 범위를 확 , 재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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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1) 개인 자원봉사활동 현황

통계청 사회조사,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통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

리(이하 VMS)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자원봉사참여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사회참여’ 부문의 일환으로 시·도별 자원봉사

참여 경험, 인지경로, 향후 참여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조사를 통해 살펴본 시·도

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림 2-2]와 같다. 2015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 중 서울의 자원봉

사활동 참여율은 평균(18.2%)보다 약간 낮은 17.9% 수준으로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부

산(15.5%)에 이어 8번째로 낮다. 전국과 서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추이는 [그림 2-3]

과 같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6년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09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하

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꾸준히 낮게 나타나

지만 2013년 이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림 2-2] 2015년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그림 2-3]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추이

2015년 전국과 서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10 의 참여율이 약 

7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그림 2-4] 참고). 이는 1996년 이후 실시된 ‘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른 중·고교생 봉사활동 의무제에 의한 것이다. 봉사 참여의 강제성이 사라

지는 20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은 10% 로 급감하며, 60  이상의 경우 약 8% 수준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2-4]의 연령 별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자

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반면 전국의 60  이상의 자원



02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현황 / 19

봉사 참여율과 서울의 50  자원봉사 참여율은 상 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1.4% 

증가했고, 서울의 50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33.4%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세

와 은퇴 후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어르신 세 와 신노년층이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자원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전국　

계 14.6 14.3 19.3 19.8 19.9 18.2
남 15.1 14 19.3 19.6 19.6 17.7
여 14.1 14.6 19.3 20.1 20.1 18.7
(13)15-19세 52.4 59.5 79.8 77.7 80.1 76.6
20-29세 10.3 8.3 13.9 13.2 13.7 11.6
30-39세 11.6 10.2 13.6 11.2 11.2 10.6
40-49세 14.2 13.9 18.6 17 17.3 15.6
50-59세 12.2 12.4 15.5 14.6 14.5 14.6
60세 이상 6.7 6.5 7 7.2 7.8 7.8

서울

계 12.2 12.8 18.1 18.1 17.7 17.9
남 11.9 12.1 17.4 16.8 16.5 17
여 12.6 13.4 18.7 19.4 18.8 18.9
(13)15-19세 50.7 64.4 82.7 82.7 79.8 76.8
20-29세 8.6 7.8 11.3 11.3 12.9 13.3
30-39세 8.9 7.9 10 10 8.5 11.4
40-49세 10.5 11.3 15.2 15.2 16.3 16.2
50-59세 10.7 9 11.2 11.2 12.9 14.9
60세 이상 5.1 6.1 7.8 7.8 7.1 7.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2011년부터 13세 이상 가구원 대상(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표 2-4] 연령대별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단위: %)

[그림 2-4] 2015년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그림 2-5] 서울의 중·장년 및 노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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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그림 2-7]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부분 직장·학교·소속단체(종교단체)

를 통해 이루어지며(65.6%),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

으로 하는 활동이 약 5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주로 소속

집단 내의 사회적 의무에서 비롯되며, 활동 참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신문·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직장·학교·
소속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시설·
단체의 
직접 
홍보

가족·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

자원봉사 
연계기관을 

통해
기타

전국

계 4.8 64.4 5.5 14.0 11.0 0.3 
(13)15-19세 4.0 71.3 1.9 11.3 11.4 0.1 
20-29세 9.2 64.4 4.7 12.9 8.4 0.4 
30-39세 5.8 71.3 5.2 11.0 6.6 0.2 
40-49세 4.4 65.1 6.5 14.2 9.3 0.5 
50-59세 3.8 53.7 11.0 18.9 12.4 0.3 
60세 이상 4.8 41.9 11.9 22.3 17.9 1.2 

서울

계 5.6 65.6 4.6 12.9 11.2 0.1 
(13)15-19세 4.0  70.2 2.1 12.7 11.0 0.0 
20-29세 11.9  68.9 1.4 10.5 7.4 0.0 
30-39세 4.9  69.1 4.1 12.7 8.1 1.0 
40-49세 3.5  68.8 3.8 13.7 10.2 0.0 
50-59세 5.3  58.4 11.5 10.9 14.1 0.0 
60세 이상 8.9  42.9 10.1 19.8 18.3 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2011년부터 13세 이상 가구원 대상(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표 2-5] 전국/서울의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단위: %)

[그림 2-6] 2015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그림 2-7] 2015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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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8]에서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자

원봉사 연계기관을 통해(전국 평균 17.9%)’, ‘가족·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전국 평균 

22.3%)’ 참여한 인원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학교·직장 내의 사회적 의

무에서 벗어난 노인 세 는 보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

원봉사 연계기관 이용 경험이 상 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2015년 서울의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인지 경로 

[그림 2-9]에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1년 이후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봉사와 전문봉사의 비

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자원봉사 참여의 양적 확 는 정체되고 있지만, 

활동의 질적 수준과 지속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적·정기적 자원봉사에 한 수요가 늘

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과 정기적 자원

봉사 참여율은 낮지만 전문적 자원봉사 참여 경험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노력봉사 

보다 전문봉사 참여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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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3 2015

전국　
계 19.8 19.9 18.2
정기적 자원봉사 45.9 56.6 59.6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6) 15.9 19 30.3

서울
계 18.1 17.7 17.9
정기적 자원봉사 41.3 53.5 56.3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16.9 22.3 32.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응답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표 2-6] 전국/서울의 자원봉사 참여 특성
(단위: %)

[그림 2-9] 자원봉사 참여 특성 

[그림 2-10]은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에 한 설문 결과이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2009년 이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10 와 사회참여가 활발한 20 는 2011년 이후 향후 자원

봉사 참여 의향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 와 60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6)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영역은 ‘이·미용’, ‘요리’, ‘의료’, ‘아동학습 지도’, ‘통역 및 번역’, ‘공연’, ‘평생학습 관리’, ‘전문상담’, 
‘운전’, ‘주택수리 등’과 ‘기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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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전국

계 35.5 25.6 24.6 45.6 43.2 37.3

남 36.2 25.2 24.2 45.3 42.5 35.9

여 34.9 25.9 25.1 46 44 38.6

(13)15-19세 61.2 47.3 44.8 77.2 77.4 71.4

20-29세 42 28.8 28.4 54 52.3 41.1

30-39세 37.2 25.9 23.4 45.6 45.1 36.6

40-49세 36.7 27.1 27.3 50.2 46.2 40.8

50-59세 29.4 23.3 24 42.3 39.1 34.9

60세 이상 14.7 11.5 11.1 18.3 17.3 18.3

서울

계 33.7 25 25.5 45.6 45.5 39.4

남 33 23.7 24.1 43.7 44.2 36.7

여 34.3 26.2 26.7 47.4 46.8 41.8

(13)15-19세 57.8 47.8 44.2 80 79 71.8

20-29세 38.9 30.7 29.4 52.4 58.5 42

30-39세 32.9 23.2 23.9 45.9 45.9 38.4

40-49세 33.6 25 28 46.4 46.9 41.9

50-59세 29 20.4 25.1 42.1 38.1 39.1

60세 이상 16.4 12.3 11.6 21.1 21.8 22.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2011년부터 13세 이상 가구원 대상(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표 2-7]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 추이
(단위: %)

[그림 2-10]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추이 [그림 2-11] 서울의 연령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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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들의 활동실적을 집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1365 자

원봉사포털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상의 자원봉사활동률 추이

는 [그림 2-12], [그림 2-13]과 같다. 활동률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비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인원수로 산출하였다. 전국과 서울의 자원봉사활동률은 1365 통계의 경우 

2007년 이후 증가세를, VMS 통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모

습을 보인다. 1365 통계에서는 VMS 통계에 비하여 활동률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1365 포털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 교육과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

사 등을 포괄하여 자원봉사 수요처와 등록인원이 더 많은 반면, VMS의 경우 사회복지·보

건의료현장의 자원봉사 현황만을 집계한 결과로 등록인원과 활동의 총량 자체가 적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365
전국 2.0 2.9 3.2 4.1 3.4 4.2 5.2 6.2 7.3 8.9 

서울 2.1 3.1 2.2 3.8 2.4 3.4 3.9 5.0 5.7 6.4 

VMS
전국 1.5 1.8 2.2 2.7 2.9 2.5 2.5 3.5 2.9 2.5 

서울 1.3 1.6 2.2 2.6 3.0 2.6 2.7 3.4 2.9 2.8 

자료: VMS는 각 연도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및 VMS 포털의 자원봉사통계, 1365는 각 연도 「전국자원봉사 
센터현황」 및 1365 포털의 자원봉사통계 자료 참고

[표 2-8] 자원봉사활동률 추이
(단위: %)

[그림 2-12] 자원봉사활동률 추이(1365) [그림 2-13] 자원봉사활동률 추이(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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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자원봉사활동 현황

국내의 기업 자원봉사활동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

회공헌백서」와 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자료를 분석하

였다.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매출액 상위 500  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사를 모집단으로,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자료는 매출 상위 501위~1,100위의 중

견·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한다. 두 자료 모두 2016년 기준 응답률이 40% 로 표성이 

높지는 않으나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규모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이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2-14]는 국내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여준다.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5년 53% 에서 2010년 약 78%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

소기업은 자원봉사 참여율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 정체·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급증하여, 2015년 68.7%로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이고 있

다. [그림 2-15]는 자원봉사와 기부를 포괄하는 사회공헌 지출 규모 추이를 나타낸다. 

기업의 경영성과 비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009년 4.8%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2010년 이후부터는 3% 를 유지하고 있다(중소·중견기업은 미집계). 기업의 자원봉사 참

여율과 사회공헌 지출규모 모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정체 주체를 보이는데 이

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14] 기업 자원봉사 참여율 [그림 2-15] 경영성과 대비 사회공헌 지출 
규모(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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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감소세와 더불어 사내 사회공헌 전담인력 역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에 따르면 사내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는 2012년 기업이 

약 85%로 매우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67.5%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사회공헌 전담자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림 2-16] 사내 사회공헌활동 전담자가 있는 경우 

2015년 기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제약요인에 한 설문에서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으

로는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40.3%)’에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요인으

로는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22.1%)’, ‘내부 임직원 관심 부족(2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복수응답) ‘인력 및 예산 부족(27.9%)’ 다음으로 ‘전담부서 등 

전문성 부족(20.4%)’에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사업실적과 관계있는 

예산문제를 논외로 하면 내부 임직원의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공헌 전담부서 여부가 

기업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공헌활동 저해 요인으로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와 ‘전담부서 등 전문성 부족’의 응

답이 높은 것은 기업과 사회공헌 수요처 양측의 욕구를 고려한 보다 세심한 연계가 필요

하며, 자원봉사 연계기관의 전문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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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저해요인(2015) 

[그림 2-18]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저해요인(2015, 복수응답) 

3) 시사점 

(1)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율 감소: 수요와 공급의 감소

우리나라에서 근 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 시작은 1960년  적십자운동, 1970년  새마

을운동 등 국가 주도의 운동에 뿌리를 둔다. 1970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YMCA가 

주축이 되어 사회복지시설 및 상담 봉사활동을 중개하기 시작했고, 1980년  올림픽을 

치르며 자원봉사에 한 중의 인식이 확 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1970년

 후반과 1980년  초에 걸쳐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전문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민간 주

도의 풀뿌리 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96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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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활성화를 지원·주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되기 시작했

고,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주도의 움직임도 존재하나 부분 정부

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 혹은 공공서비스 인력을 

충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국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0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정체·감

소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는 비단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Putnam(2000: 284)은 미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의 원인으로 ① 여성의 사회활동 증

가 등에 따른 시간의 부족, ② 도시의 교외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증가, ③ TV·인터넷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여가활용 시간의 증 , ④ 시민사회에 덜 헌신적인 세 로의 세

교체 네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자원봉사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원봉사활동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Bos(2014)는 개인주의와 도시화의 확 가 서비스 제공 형태의 전

통적 자원봉사의 감소를 이끄는 반면, 개인적 관심과 욕구를 투영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Hustinx & Lammertyn(2003)는 자원봉사의 형태를 ‘집

합적 형태(collective style)’와 ‘반영적 형태(reflexive style)’로 구분하고 전통적인 ‘집합

적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감소와 함께, 시민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반영적 형태’

의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의 원인에 한 논의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전통적 자원

봉사활동의 참여율 감소는 2000년  후반 이래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자원봉사에 한 경제적·심리적 여유가 감소한 데 일정부분 기인한다. [그림 2-19]

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기 시작한 2000년  후반 이후로 실업률의 증가

와 함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도시화와 개인주의로 인해 가족, 이웃, 

교회와 같은 조직에 한 헌신에 기반을 둔 시설 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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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실업률과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앞의 두 가지 요인은 자원봉사 참여의 감소, 즉 자원봉사 공급의 감소가 발생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돌봄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 로 인해 전통적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 수요가 감소해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했던 사회서비스 제

공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

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이 정체·감소해 온 2000년  후반 이래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2007년 1,274개소에서 2016년 11,208개소로, 이용

자는 2007년 35만 명에서 2016년 6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사회적 기업 또한 2007년 

55개소에서 2016년 1,90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원봉사 일감수와 수요처 수는 감소하였다. 자원봉사 일감 

수는 2010년 3만 5천여 건에서 2011년 37만 4천여 건으로 급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2만 4천여 건을 기록하였다. 자원봉사 수요처 수 또한 2010년 7만여 개소에서 

2015년 4만 1천여 개소로,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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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 사회적 기업(누적) 55 514 631 811 1,080 1,345 1,640 1,905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개소) 1,274 - - - - 8,704 9,836 11,208

이용자 수(천 명) 357 - - - - 652 527 605

자원
봉사

자원봉사 일감수 - 35,047 373,729 205,848 205,848 156,065 125,398 -

자원봉사 수요처 - 69,681 61,802 67,919 67,919 67,296 41,173 -

자료: 1) 사회적 기업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회적 기업 설립 현황7) 참조
2)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8) 2014-16년 자료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참조
3) 자원봉사 일감 및 수요처 자료는 행정자치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16), 「2016 자원봉사센터 현황」 참조 

[표 2-9]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기관 수 및 자원봉사 수요 추이 

즉 2000년  후반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의 원인은 시간 압박, 개인주의화 등 봉사참

여자의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로 인한 

전통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 수요 감소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

다([표 2-10] 참조). 

구분 원인

공급의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실업률의 증가로 경제적·심리적 여유의 감소
 도시화, 개인주의화(Putnam, 2000; Bos, 2014)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시간의 압박(Putnam, 2000)
 교외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여가 시간이 감소(Putnam, 2000)
 텔레비전, 인터넷을 활용한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Putnam, 2000)

수요의 
감소 

 돌봄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의 대체로 인한 전통적 자원봉사 수요처, 일감의 감소 
-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의 증가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 

[표 2-10]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율 감소 원인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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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와 자원봉사

시민참여와 자원봉사는 모두 자발적 시민성을 발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미국은 매년 

‘시민참여 보고서(Civic Life in America)’를 발간하여 시민참여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참여 보고서는 시민참여 활동을 서비스, 그룹에의 참여, 사회적 관계, 정보접근

성, 정치적 활동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참여활동 중 서비스 

활동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2010년 시민참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시민의 약 90%가 

시민참여활동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26.5%가 공식적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civic life) 활동 유형 세부 활동 유형 

서비스(Service)
공식적 자원봉사활동

비공식적 도움·서비스

그룹에의 참여(participating in a group): 
그룹이나 자원봉사조직에의 참여 

종교 그룹에의 참여

학교 그룹에의 참여

스포츠·여가 그룹에의 참여

시민참여·서비스 그룹에의 참여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edness): 
시민 간 관계 강화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기초 활동 

가족과의 식사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부탁 나누기

정보 접근성(connecting to information and current 
events): 지역사회의 상황 및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 수집

신문을 통한 정보 수집

라디오를 통한 정보 수집

잡지를 통한 정보 수집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가족 및 친구로부터의 정보 수집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
선거참여

선거참여 외의 정치적 활동 참여

자료: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National Conference on Citizenship(2010), 
「Civic Life in America: Key findings on the Civic Health of the Nation」에서 재구성

[표 2-11] 미국 시민참여 보고서에 제시된 시민참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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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매년 시민참여활동에 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여 ‘공동체생활조사(Community 

Life Survey)’를 발간하고 있다. 공동체생활조사는 시민참여 활동을 자원봉사(volunteering), 

기부(charitable giving),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사회행동(social action), 주관

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며, 자원봉사와 시민

참여활동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자원봉사는 조직이나 그룹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

인 공식적 자원봉사활동과 조직이나 그룹을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도움을 제공하는 형

태인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시민참여활동은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시민자문(civic consultation), 시민행동(civic activism)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공동체생활조사 세부 활동 유형 

자원봉사(volunteering)

공식적 자원봉사활동: 조직·그룹 등을 통한 무보수 도움 행위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 개인적으로 가족·친지가 아닌 타인을 돕는 무보수 
도움 행위

기부(charitable giving) 금전적 기부 행위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청원(petition)이나 공공투표(public 
rally)와 같은 온·오프라인상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시민자문(civic consultation):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에서의 자문 참여

시민행동(civic activism):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사회행동(social action)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동 참여

주관적 복지
(subjective well-being)

행복, 불안, 외로움 등 삶에 대한 만족 수준

자료: Cabinet office official statistics(2016), 「Community Life Survey 2015-2016 Statistical Bulletin」
에서 재구성

[표 2-12] 영국 공동체생활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시민참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구분

즉, 미국에서는 자원봉사를 시민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자원봉

사와 시민참여 활동을 별개로 구분하여 시민참여는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미국과 영국 모두 공통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을 서비스 제공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민참여활동에 한 공식적 조사나 보고서는 없으나, 통계청 사회조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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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

봉사참여율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2000년  후반 이래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모임 참

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

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정체·감소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활동이 등장·

확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세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원봉사를 포함한 시민참

여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을 뿐, 시민참여의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총량은 오히려 

확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2006 2007 2009 2011 2013 2015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 14.3 - 19.3 19.8 19.9 18.2

시민사회단체에의 참여 5.5 - 6.2 5.0 11.3 9.4

지역사회모임에의 참여 - - - 2.6 8.9 9.2

비영리민간단체 수(전국) - 7,241 9,003 10,209 11,579 12,894

비영리민간단체 수(서울) - 910 1,052 1,278 1,590 1,85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각 연도

[표 2-13] 우리나라의 시민참여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추이  
(단위: %, 개소)

[그림 2-20] 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모임 참여 
추이

[그림 2-21] 비영리단체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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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1_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일상화, 고령화,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자원봉

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개인주의의 확산 

국가, 사회, 조직, 집단보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조직을 

통한 공식적 활동이 주가 되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개

인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을 둔 단발적인 봉사와 시민참여활동이 확 되고 있다. 

Bos(2014)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조직에 한 헌신이 동반되는 전통적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한편, 개인의 선호와 관심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일상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일상화는 온라인 자원봉사와 국제적 이슈에의 자원봉

사활동의 등장과 확 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

면, 여가시간을 인터넷 이용, 게임 등에 할애하게 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시간 압박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등장, 확 되고 있다.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전

체 혹은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진경 외, 

2015). Ellis와 Cravens(2000)는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하기(interacting with individuals online), 온라인상에서 정보 

제공하기(putt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온라인상에서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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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하기(virtual volunteering),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통

합하기(integrating cyberspace with real-world assignments)를 제시했다.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은 온라인에서만 수행되기도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활동

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5년 1365 나눔포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

과, 설문참여자 약 4,000명 중 90.4%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약 16%가 

온라인(약 9%) 혹은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약 7%)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정진경 외, 2015). 이는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중 상당수는 이미 자원봉

사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자원봉

사 참여경험보다 향후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나 향후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시장의 확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일상화는 지구 저편의 문제와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범국가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해외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코이카 홈페이지, 연도별 파견실적

[그림 3-1] 연도별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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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한국사회는 2030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빠른 고령화는 노인빈곤과 독

거노인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용화(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상인 노인 가구9)는 2006년 11만 가구에서 2014년 23만 가구로 증가했다. 노

인실태조사(2004, 2014)에 따르면 졸 이상 고학력 노인의 비율은 2004년 5.6%에서 

2014년 7.8%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 는 토지의 42%, 건물 기준 부동산

의 58%, 주식의 20%를 소유한 집단으로 그 어느 세 보다 부유한 세 이자, 1/3이 넘는 

35.6%가 졸 이상 학력 소유자로(정홍원·류진아, 2015), 베이비부머 세 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고학력·고소득 노인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노인 세

는 정책 지원의 상이기도 하지만, 막강한 자원과 역량을 가진 집단으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 를 자원봉사의 주요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 세 를 

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략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높은 실업률

2000년  후반 이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실업, 장기실직 등의 실업이 사회문

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한 경제적·심리적 여유를 감소시켜 자원봉사 참

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개인주의적 세 로의 교체와 더불어 실업의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 세 를 상으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젊은 세 가 봉사를 통해 개인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9) 이용화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주 중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층을 우피족(Woopie: Well-off 
older people)으로, 65세 이상 가구주 중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을 푸피족(Poopie: Poorly-off older 
people)으로 개념화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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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영역의 확대 및 다원화 

최근 급변하는 비영리 영역의 변화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비영리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비영리 영역의 양적 

성장과 다원화이며, 둘째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이다.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확대 

전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2007년 7,241개소에서 2017년 13,607개소로 약 10년 동안  

200%가량 증가하였으며, 서울의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2007년 910개소에서 2017년 

2,014개소로 약 220% 증가하였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다원화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중 공익법인은 단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종

교,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ㆍ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로 분류되는데, 기타10)로 분류

되는 공익법인은 2009년 9,003개에서 2011년 2,121개, 2013년 2,271개로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영리 영역의 확 와 다원화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매개기관이 확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현과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모든 조직들(OECD, 2007)’로서 민간과 공공의 안적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

제적 가치를 결합하며, 지역중심의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고용창출과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

내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공동체/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형

태로 2000년  후반 이래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예측된다.

10) 기타로 분류되는 공익법인은 건강, 새마을 운동, 어린이 육영사업, 보훈, 법무 및 법률, 청소년단연맹, 체육, 도서관, 환경, 
박물관, 북한이탈주민, 국제문화, 산지 및 자연공원, 방송, 소방, 항만운송, 재해구호 등 97개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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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10 2012 2014 2016

인증 사회적 기업(누적) 55 514 811 1,345 1,905

사회적 협동조합 - - 13 39 129

마을 기업/공동체 - 550 787 1,249 1,342

자료: 1) 사회적 기업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상의 사회적 기업 설립현황 참조
2)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상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현황 참조
3) 마을기업 현황은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담당자 유선확인 결과

[표 3-1] 사회적 경제조직 증가 추이
(단위: 개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전통적 사회복지시설을 체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공익

성을 가진다는 점, 상당수가 신생 조직이면서 자생적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경제로 규정된다는 점11), 지역사회 연 와 사회적 자본 생산

의 주체로 작동한다는 점12)에서 자원봉사의 중요한 수요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

원봉사자와 수요처를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한 인식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익성 추구,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이 담당하던 역할의 상당부분을 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를 자원봉사 

수요처로 포함하고 확 해나가는 것에 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사회적 요구의 증대

(1) 빈곤·양극화·실업의 심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요구의 증대

한국사회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후반 이래 신

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성장 우선주의 등의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빈곤과 

11)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 성장해왔으며(Lukkarinen, 
2005, 전지훈․강현철, 2015:206에서 재인용; OECD, 2007),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경제(community economy)로 규정되기도 
한다(한상진․황미영, 2009). 

12)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 연대와 호혜성을 활성화시키는 공동체적 지역사회를 구성한다(Amin et 
al, 2002; 전지훈․강현철, 2015:2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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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 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6위(14.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빈곤통계연보(정은희·이주미, 2015) 

또한 우리나라의 절 적 빈곤율과 상 적 빈곤율이 2000년 에 들어 악화되어 왔음을 보

여준다. 빈곤과 함께 불평등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장하성

(2015)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소득 자료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IMF 이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

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빈곤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서비스의 상과 요구의 증 를 야기

한다. 더불어, 민간 자원인 자원봉사의 역할에 한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

(2)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

봉사활동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사회서비스 욕구는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시설 이용 등의 기존 사회복지서

비스의 영역에서 나아가, 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보건의료·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분

야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로 확 되고 있다. 즉 선별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

사업은 보다 광의적·포괄적 개념인 사회서비스로 체되고 있다. 선별적 개념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광의적·포괄적 개념인 사회서비스로 체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영역과 상이 

확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였던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정책적 환경의 변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2007년부터 자원봉사 관련 정책추진계획, 재정투입계획, 중장기과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

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

1차 국가기본계획이 실행되었고, 현재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실

행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 영역 내의 변화와 과제를 가장 명

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인 현재 시점에서 막바지 단계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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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에 한 실익이 크지 않고,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발표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국가기본계획을 검토하지 않는다. 

신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영역의 제도적·정책적 변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을 검토한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 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래 정부의 육성 정책과 더불어 빠

르게 확 되어왔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

적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동체 보편의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정책 목표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서울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은 299개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208개가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및 영역 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향후에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보건의료, 교

육, 주거, 문화, 환경을 포괄한 ‘사회서비스’로 확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사회

복지 관련법의 상위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영역과 상의 확장에 따라 하위 법률 또

한 보다 보편적·포괄적 관점을 반영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응하여 

자원봉사 영역 또한 서비스 상을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단체, 사회혁신 단체, 지역공동

체, 시민참여활동 단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기관 및 단체 혹은 개인으

로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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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해당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
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
는 제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6항)에 따
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
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관점 보편적·포괄적 관점 선별적 관점

자료: 한동우 외(2016),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 도출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연구

[표 3-2] 법률상에서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념 규정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2000년  들어서면서 사회서비스에 한 사회적 요구가 다원화되었다. 정부는 사회서비

스에 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전통적 방식인 사회복지시설 확충 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 를 통해 응하였다. 이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자리 사업으로 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와 더불어 서울시의 표적인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상의 변화는 2015년 7월 시행되기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의 시행이다. 찾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

공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찾동은 2016년

부터 시행 중인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과 함께 지역공동체활동, 주민자치

활동, 시민참여활동의 확 를 촉진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

인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의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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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의 표적인 주민참여 사업으로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돌봄단, 복지통반장 등을 

들 수 있다. [표 3-3]과 같이 2016년 찾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한 주민

은 실인원이 수천 명에 이른다. 찾동 사업 확  시행을 통한 주민참여 사업의 증가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이다.

구분 활동 내용 지원
2016년 지역사회주민 

참여 현황

복지 
통·반장

 통·반장을 마을복지리더로 
육성 

 지역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상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월급 형식으로 일부 
지원

 통·반장 2,664명 참여

나눔 
이웃

 주민참여를 통한 상시 돌봄 
체계 구축  

 주민 주도로 이웃 안부 확
인, 재능기부, 복지사각지
대 발굴 등  

 지자체별로 소모임 
동아리·공동체 지원

 참여자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없음

 지자체별로 강사비, 교
육비, 다과비 등 지원

 나눔이웃 운영 동은 
2016년 86개 동에서 
2017년 197개 동으로 
증가

나눔 
가게 

 지역사회 서비스와 물품 
기부

 3개월 이상 참여 시 
나눔가게 현판 제공

 기부금 영수증 제공

 2016년 말 기준 
1,965개소

이웃
(우리
동네) 

돌봄단* 

 주민 돌봄단 구성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돌봄

 하루 4시간, 주 3회 
참여 기준 활동비 월 
22만원 지급

 교육제공

 5개구 35개동(구별 7개
동, 동별 5명 총 180명) 

* 이웃돌봄단은 금천구의 자체사업인 ‘통통희망나래단’을 기반으로 발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서울시 10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3-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내 지역사회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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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논의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 비영리 영역의 확  및 다원화, 사회서비스에 한 사회

적 요구의 증 , 자원봉사 관련 제도적·정책적 환경의 변화가 자원봉사 영역에 미친 영향

을 정리하면 [그림 3-2]와 같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통적 자원봉사에의 수요와 공급을 감

소시키는 반면, 자원봉사의 장과 영역을 확 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발생시

키고 있다. 

[그림 3-2]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자원봉사 영역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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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자원봉사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우선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활동에서 나아가 정보제공·사

이버 상담 등의 온라인 봉사를 등장·확 시켰다. 또한 국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자원봉사활동이 국제적 이슈에까지 확 되면서 해외봉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자원봉사가 안

전, 환경, 해외 봉사, 문화,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영역과 의제로 확 되면서 자원봉사의 

모습이 단순 서비스 제공에서 봉사자가 전문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활동기반 역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

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조직에의 소속감과 헌신에 기반을 둔 공식적 자원봉사(formal volunteering)는 감

소하는 한편, 개인적 관심, 욕구에 기반을 둔 비공식적 자원봉사(informal volunteering)

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의 이익과 함께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충

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봉사자와 수혜자를 엄격히 분리했던 전통적 자원봉

사와 달리 혜택의 원리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

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활동이 증가

하면서, 기관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 형태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자원봉사는 시민 주도

적·전문적·창의적 활동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림 3-3]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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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봉사 영역에서 발견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os(2014)는 개인주의의 확산, 사회적 유 감의 약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구화 등의 

영향으로 자원봉사 영역에서 전통적 자원봉사 영역의 쇠퇴(decline)와 더불어 다른 형태

의 시민참여로 전환(transformation)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개념의 확 에 따라 자원봉

사형태의 확장(increase)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위계 구조하

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수행되던 전통적 자원봉사는 느슨하고, 산발적이며 즉각적 시민참

여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체되고 있다(Wuthnow, 1999). 

Hustinx(2001)는 자원봉사가 ‘고전적(classical)·전통적(traditional)·낡은(old)’ 형식에서 

‘새로운(new)’ 형태로, ‘집단주의(collectivist)’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t)적으로’, ‘멤

버십 기반(membership-based)’에서 ‘프로그램 기반(programme-based)’으로, ‘시설 중

심(institutionalized)’에서 ‘스스로 조직하는(self-organised)’ 형태의 자원봉사로 변화하

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자원봉사의 개념 확장으로 유급 자원봉사, 전환적 자원봉사

(transitional volunteering), 인솔하의 자원봉사(guided volunteering) 등이 새롭게 자

원봉사활동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3_시사점

앞서 살펴본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 자원봉사에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시민참

여 활동을 등장시키며 자원봉사 영역의 위기 요인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

봉사 참여율 감소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의 유연

한 처, 새로운 의제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시민참여 영역 등의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확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온라인 자원봉사, 실비지원 봉사, 사회적 경제·시민참여 영역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 마련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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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시민참여 활동의 확  추세에서 살

펴볼 수 있듯이,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수동적 활동에 한 선호가 줄어들고 개인의 

주도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 영역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매칭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기획·수행 과정에서 봉사참여자들의 주도

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3-4] 자원봉사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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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1_미국의 사례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17세기 초 이민자들의 자립을 위한 상부상조에 기초하여 출발하

였으며,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자선(Charity)의 분화된 형태로 발전하

였다. 이후 자선활동의 확 와 사회복지 시설 및 조직의 다양화, 독립혁명 이후 유럽으로

부터의 이민자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로 점차 확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1926년, 자원봉사사무국이 세워져 각 분야에 따른 사회활동봉사자들을 모

집·훈련하여 배치하였으며 이후 적십자사, YMCA, 전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 미국지부, 

헐 하우스(Hull House), 미국공중보건협회, 전국결핵협회, 소년클럽, 전국실명예방협회, 

전국정신보건협회, 보이스카우트, 미국가정복지협회 등의 다양한 민간보건 및 사회단체들

의 자원봉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 는 국가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에 의한 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1년 

케네디 통령이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하였고, 1963년에는 존슨 통령이 

VISTA(Volunteers in Service America)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빈부의 격차를 좁히

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자원봉사 지원 민간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 전

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Center of Voluntary Action; NCVA)가 창설되었다(김영호 

외, 2002). 

1971년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관리할 목적으로 ACTION

을 창설하여 산하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빈곤퇴치자원봉사단(VISTA), 양조부모 프로

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퇴직노인 봉사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은퇴경영자봉사단(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경영자봉사단

(Active Corps of Executive), 청소년 봉사활동(National Student Volunte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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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장하였다(염철현, 2009). 이후 1990년  들어서면서 자원봉사체계는 민간 중심의 촛

불 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으로 통합되었다. 

1990년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이 제

정되며 자원봉사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

스기금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설된 AmeriCorps(미국봉사단), Senior Corps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총괄기구로서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을 설립하였다(염철현, 2009).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자원봉사 진

흥을 위한 미국봉사법(Serve America Act)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에 한 법률적 지위

를 강화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에서 발족된 AmeriCorps의 조직과 예산을 폭 확

하였다.

2)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사례

(1)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 

미국의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공단(이하 CNCS)은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NCSA)」과 1993년 개정된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기금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NCSTA)」을 법적근거로 하

여 설립되었으며, 2009년 제정된 「미국봉사법(Serve America Act)」에 의해 법적 지위와 

조직이 강화되었다. 1993년 이전까지 연방정부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ACTION의 경우, 부분 민간 모금액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CNCS 설립 이후 예산의 

부분이 연방정부지원으로 운영되면서,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CNCS는 시민의식·봉사·책임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연령과 계층이 지역사회의 욕구

에 응하기 위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지역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CNCS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는 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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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통해 임명된다. 이사회에서는 교육, 보건복지, 노동, 내무, 농림, 

주택, 국방, 법무부 장관과 평화봉사단 단장, 환경청장 및 CNCS 총재가 참석한다(김영호, 

2004). 임명직 이사 중에는 16~25세 사이의 청년을 1명 두어야 하며, 어느 정당도 50% 

이상을 넘을 수 없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이사는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행정자치부, 

2006). CNCS의 본사는 Washington DC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별로 54개 법인 지사 

사무소와 주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 Commission)를 두어 AmeriCorps 관련 연방

정부 예산의 수령 및 주 예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세경 외, 2010). 현

재 CNCS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meriCorps, Senior Corps 등이 

있다.

CNCS의 예산은 크게 프로그램운영비, 참여자에 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신탁기금, 인건비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CNCS 운영비 부분은 AmeriCorps가 

차지하고 있으며, AmeriCorps의 예산은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7년 5억 달러로 증가

하였다. AmeriCorps의 세부 프로그램 중에는 AmeriCorps 네트워크(AmeriCorps State 

and National)가 3.3억 달러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이어 미국자원봉사단(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a; VISTA)에 9천만 달러, 전국 지역사회 봉사단(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NCCC)에 3천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Senior Corps는 AmeriCorps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높으며, 예산 총액은 2억 달러에 

달한다. Senior Corps의 세부 프로그램 중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이 1억 달러로 Senior Corps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퇴직노인

봉사 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 4천8백만 달러, 노인동반자 프

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이 4천5백만 달러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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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운영비(Operating Expenses) 758,349 787,929 736,029

AmeriCorps
457,794

(60.4)
508,374

(64.5)
508,374

(69.1)

  - AmeriCorps SN(State and National) 335,430 386,010 386,010

  - AmeriCorps VISTA 92,364 92,364 92,364

  - AmeriCorps NCCC 30,000 30,000 30,000

National Senior Service Corps
202,117

(26.7)
202,117

(25.7)
202,117

(27.5)

  - Foster Grandparents Program 107,702 107,702 107,702

  - Senior Companion Program 45,512 45,512 45,512

  - 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48,903 48,903 48,903

주 위원회 운영비(State Commission Support)
16,038

(2.1)
16,038

(2.0)
16,538

(2.2)

혁신과 시범(Innovation and Demonstration)
77,400
(10.2)

57,400
(7.3)

5,000
(0.7)

  - 혁신과 시범(Innovation, Demonstration, & Other) 3,600 3,800 1,200

  -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 70,000 50,000 -

  - 자원봉사발전기금(Volunteer Generation Fund) 3,800 3,600 3,800

평가(Evaluation)
5,000
(0.7)

4,000
(0.5)

4,000
(0.5)

지역사회서비스 신탁기금(National Service Trust) 209,618 220,000 206,842

인건비 및 기타비용(Salaries and Expenses) 81,737 81,737 81,737

감사(Office of Inspector General) 5,250 5,250 5,750

Total 1,054,954 1,094,916 1,030,358

자료: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공단 홈페이지(https://www.nationalservice.gov/)

[표 4-1] CNCS의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달러)

① AmeriCorps

AmeriCorps는 매년 8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미국 전역의 비영리 단체, 학교, 공공기

관, 지역사회 및 종교단체를 포함한 21,000개 이상 활동처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3개월부터 1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아동을 상으로 한 교육·멘토링 

활동에서부터 빈곤퇴치, 재난극복, 집짓기,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AmeriCorps의 표적인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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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orps 네트워크(AmeriCorps State and National), 미국자원봉사단(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a; VISTA), 전국 지역사회 봉사단(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NCCC)이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별 활동 및 운영 내용은 [표 4-2]와 같다. 

구분 활동 내용 대상자 및 기간 보상

 AmeriCorps 
네트워크

(AmeriCorps State 
and National)

 교육, 공공안전, 건강 
환경 등의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17세 이상,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풀타
임/파트타임 근무

 지역 기준과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연
간 $4,000~12,000
의 생계수당 지급

 건강 보험과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최
대 $400) 및 기타 
아동 돌봄에 필요한 
수당 지급

 참여 후 보상으로 
장학금 혜택인 
Segal Americorps 
Education Award
를 선택할 수 있음

미국자원봉사단
(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a; VISTA)

 빈곤퇴치를 목표로 비
영리단체나 정부기관
의 프로젝트 수행

18세 이상, 1년간 
풀타임 근무(주당 
40시간)

전국 지역사회 
봉사단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NCCC)

 지자체, 정부기관, 국
립공원, 학교 등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나 재난구호 등의 활
동 참여

 팀단위 커뮤니티 서비
스 활동 참여

18~24세 대상, 
10개월간 풀타임 
근무(주당 40시간)

자료: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공단 홈페이지(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americorps)

[표 4-2] AmeriCorps 활동 및 운영내용

AmeriCorps 네트워크(AmeriCorps State and National)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상으로 최  1년간 풀타임 혹은 기간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8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정의 생활경비, 학자금 출자

금 상환유예혜택, 건강보험 및 자녀보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박세경 외, 2010).

미국자원봉사단(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a; VISTA)은 빈곤문제에 응하기 위

한 봉사프로그램으로 1965년 설립 이래로, 2만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자원봉사단은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

주권자를 상으로 1년간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역량 강화, 지역사회연계 

활동 및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자에게는 1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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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비와 이주수당(50마일 이상의 이사를 한 경우), 의료혜택, 연방정부 직업에 한 

취업 우선자격이 제공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며, 

활동을 완료한 경우 본인 교육비와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  3천 달러 미만의 

현금급여 혹은 5,815달러의 시걸 교육장학금(Seg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 미국자

원봉사단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VISTA 회원, VISTA 리더, VISTA 

Summer Associate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격 조건 및 지원내용은 

[표 4-3]과 같다.

구분 Member Leader Summer Associate

나이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자격기준 없음
1년 사전봉사 필요

(AmeriCorps 또는 Peace Corps)
없음

활동기간 1년 1년 8~10주

활동지역 지역 제한없이 선택 가능

생활수당
있음

(지역에 따른 금액)

있음
(높은 봉급, 

지역에 따른 금액)

있음
(지역에 따른 금액)

교육비
$5,818

(또는 $1,500 현금급여)
$5,818

(또는 $3,000 현금급여)

$1,230
(또는 할당된 
현금급여)

자료: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공단 홈페이지(https://www.nationalservice.gov/)

[표 4-3] 미국자원봉사단(AmeriCorps VISTA)의 활동 영역

전국 지역사회 봉사단(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NCCC)은 1930년 의 시

민자원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과 군복무 시스템이 결합된 것으로, 팀 단위

의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8~24세의 봉사자

들은 10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덴버(콜로라도),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볼티모어(메릴

랜드), 빅스버그(미시시피), 빈톤(아이오와)의 5개 캠퍼스 중 한 곳에 배정되어 환경보호, 

위기청소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재난극복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NCCC의 회원과 팀 리

더는 10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4천 달러, 11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약 1만 2천 달러의 생활

비를 제공받으며, 이 밖에도 식사비, 주거, 의료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봉사를 성공적으

로 마무리할 경우 5,815달러 상당의 교육 장학금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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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nior Corps

Senior Corps는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하고 있다. Senior Corps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노인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rison Program; SCP), 

퇴직노인 봉사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이 있으며, 프

로그램별 활동 및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활동 내용 대상자 및 기간 보상

양조부모 
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Program)

지역사회 내의 롤모델과 멘
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
린이에게 튜터링, 멘토링, 돌
봄 서비스 제공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15~40
시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

우 시간당 $3의 수당, 
활동비(각종 보험과 교
통비, 건강검진비용 식
비 등) 지원

노인동반자 
프로그램
(Senior 

Companions 
Program; SCP)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
인이 집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15~40
시간

퇴직노인 
봉사프로그램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

시니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튜터
링·멘토링, 방범활동, 집수리, 
이민자에게 영어수업 제공 등)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주당 40시간 
미만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봉사활동에 소요된 활
동비 지원(최소경비 실
비지원)

자료: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공단 홈페이지(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enior-corps)

[표 4-4] Senior Corps 활동 및 운영내용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다. 55세 이

상의 저소득층(최저생계비 200% 이하) 노인에게 저소득층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기타 

요보호 아동(만 21세 미만)을 1:1로 매칭하여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활동 영역은 문해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으로 한 가정교사, 10  및 미혼모를 상

으로 한 멘토링, 장애 및 미숙아 아동에 한 돌봄, 학  또는 방치된 아동에 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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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교, 병원, 약물치료센터, 교정기관, 보육기관 등에서 연간 총 

2,08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  40시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된다. 봉사 참여자에게는 월평균 4시간의 교육훈련이 제공되며, 봉사자는 봉사의 금

전적인 가로 시간당 2.65달러와 상해 및 손해보험, 활동 중 식사와 교통비 등을 지원 

받는다. 매년 2~4만 명의 봉사자들이 20만 명에 가까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19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1974년에 시작된 노인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rison Program; SCP)는 55세 이

상의 노인을 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과 환자 및 기타 돌봄이 필요한 

성인에게 시장보기, 청구서 지불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말벗이나 친구 역할을 

통해 정서적인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다. 활동내용과 지원내역은 양조부모 프로그램과 같

지만, 양조부모 프로그램이 아동을 상으로 1:1 매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 동반자 프로그램은 한 명의 봉사자가 2~4명의 성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1만 2천여 명의 봉사자가 5만 3천여 명의 성인을 돕고 있으며, 

연방기금으로 지원되는 182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1971년에 창립된 퇴직노인 봉사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은 미국에서 최  규모의 시니어 자원봉사 단체 중 하나로서 55세 이상의 자원봉사

자 2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어린이 상 봉사, 집수리, 이민자를 상으로 

한 영어교육, 자연재해 지원, 기타 생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봉

사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최소시간의 제한 없이 주당 최  40시간까지 봉사활동의 방법, 

장소, 빈도 등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다른 봉사 활동과 달리 금전적인 

가나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활동 기관별로 소정의 활동비(식사비, 교통비)를 제

공하기도 한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만 2천 명의 상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

며, 연방기금으로 지원되는 182개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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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

미국의 촛불재단은 1990년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제정 이후 1990년 5월 부시 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설립되었다. 촛불재단은 

400여 명의 자원봉사센터 회원과 56개의 기업자원봉사협의회(Corporate Volunteer 

Councils),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Volunteer Center)의 합병으로 조직되었다. 통

령이 재단 회장을 직접 임명하고 의회에서 독립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창립된 후, 민간봉사 단체들을 회원 단체로 연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민간자원봉사기

관으로 성장하였다. 촛불재단은 회장, 부회장, 관리자와 정부기관, 기업, 교육, 종교, 민간

단체, 청소년 표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이사회와 11명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미국 전역에 있는 민간봉사 단체의 운영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표적인 민간 

기구로서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_영국의 사례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영국은 16세기부터 자선활동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시작

되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의 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민(民)과 더불어 관(官)에 의한 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

시빈민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중류층에서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이 전개되었다. 활동

의 중복 방지를 위해 1869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조직되었

고, 1884년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 시작되며 상호부조 및 자조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간협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1·2차 세계 전을 거치며 민간 영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42년 ‘베

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 발간과 1948년 국민 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료

보험, 가족수당, 최저임금제 등을 보완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였다. 이후 1960년 

「자선법(Charity Act)」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동안 민간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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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되고 있던 자원봉사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

원봉사활동의 주체와 감독체계가 정비되어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었다. 사회적 욕구가 

점차 강해지면서 자원봉사활동에 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이 시기까지의 정부의 

지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1970년 석유파동은 사회서비스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많은 법적 

서비스가 자원봉사로 체되었다. 1990년에는 기업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었고, 1992년 자

선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기관들이 설립되었다. 1997년 

취임한 블레어 총리는 정부와 자원봉사 영역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자원봉사활동에 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확 되기 시작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사례

영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회복지서비스 제

공에서 나아가 주민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자원봉사활동 운영기구

로는 전국 자원봉사센터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Volunteer Bureaux; NAVB), 

전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NCVO), 

Volunteering Matters(구 지역서비스 자원봉사국(Community Service Volunteers; 

CSV)), 영국자원봉사센터(The Volunteer Center UK), 새천년 자원봉사단(Millenium 

Volunteers), 활동적 지역사회단(Active Community Unit; ACU)이 있으며, 이들 기구의 

활동 및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자원봉사센터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Volunteer Bureaux; NAVB)

전국자원봉사센터연합회(NAVB)는 전국 400여 개의 자원봉사센터와 지부를 회원조직으

로 두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회원제 네트워크

로 지역자원봉사 발전과 관련한 전략수립 및 연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유도, 정보제공, 

훈련,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지원금은 기업  

등 민간자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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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NCVO) 

1924년에 설립된 전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NCVO)는 영국 최 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연합회(NAVB)를 포함한 분야별 자원봉사 단체들을 망라하는 조직이며, 

전국의 12,500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부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

고 있으며, 국가적 현안에 한 정책연구와 건의,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를 포함한 각종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관리자의 교육훈련 담당,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3) Volunteering Matters(구 지역서비스 자원봉사국, CSV)

지역서비스 자원봉사국(Community Service Volunteers; CSV)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1962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Volunteering Matters로 개편되었다. 

Volunteering Matters는 영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단체로, 영국 전역의 180개 프로그

램을 통해 매년 3만 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에게 지역단위의 단기·장기·기업 자원봉사를 

연계하고 있다. 

Volunteering Matters의 장기 봉사 프로그램인 full-time volunteering programs은 

학교, 학, 정부부처, 노숙자 보호소 등 다양한 시설과 연계를 통해 18세에서 35세 사이

의 청년이 6~12개월간 영국 전역에서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돌봄, 가족지원, 청소년 멘토

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과 

지원 사항은 [표 4-5]와 같다.

참여 요건 지원 사항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지원자
 풀타임으로 6~12개월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한 자
 영국 전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자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국적 혹은 

EU/EEA 국적 소유자 

 무료 숙식(식사 제공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 40파운드의 식비 지원) 

 주 35파운드의 실비 지원
 여행 경비, 4개월에 한번 귀가비용 지원
 관련 교육과 활동 관련 지원
 자격증과 증명서 발급

자료: Volunteering Matters 홈페이지(https://volunteeringmatters.org.uk/)

[표 4-5] full-time volunteering programs의 참여요건 및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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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자원봉사센터(The Volunteer Center UK) 

영국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조직을 총괄하는 민간독립기구로서 1973년 9월에 설립되었

다. 영국 내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정보제

공, 교육훈련사업, 출판사업, 각종 상담, 조사연구,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

을 하고 있다.

(5) 새천년 자원봉사단(Millenium Volunteers) 

1998년 6월, 9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새천년 자원봉사단은 14~16세 청년들의 자원봉

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16~25세의 청년들을 상으로 하며, 

청년층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세 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들의 개

인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천년 자원봉사단은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4개의 지역정부마다 상이한 기

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9개의 기본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원칙은 지속

적 헌신에 한 약속, 지역사회 이익기반 프로그램 운영, 자발적 참여, 상포괄성, 청소

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봉사활동의 다양성, 기관 간 파트너십 기반, 양질의 봉사활동 제

공, 보상(Award)을 통한 인정체계 확립이다. 지역사회 스카우트 조직에의 봉사, 병원에서

의 봉사, 지역사회 정원구축, 자원보존사업, 장애아를 상으로 한 학교 보조교사, 체육

활동 리더, 아동을 위한 여행도우미, Cadet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

공되고 있다(박세경 외, 2010).

활동에 한 보수는 없으나, 연간 50시간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수

행할 경우 인증서가 수여된다.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영국총리 

명의의 최우수상이 수여되는데, 이러한 수상경력은 이력서에 기재되어 향후 구직 및 취학

에 있어서 영국 내 여러 기업과 학교(원)들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세

경 외, 2010).



62 /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방안

(6) 활동적 지역사회단(Active Community Unit; ACU) 

활동적 지역사회단은 내무성(Home Office) 내 자원봉사 및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핵심부

서인 ‘지역사회활성화국(Active Community Directorate; ACD)’ 산하에 있는 정부 내 

기구이다. 활동적 지역사회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 정책 마련, 자원봉사부문에 한 정부부서들 사이의 조정, 자원

봉사단체들에게 핵심적인 정부시책에 한 자문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3_호주의 사례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호주의 자원봉사활동은 원주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상부상조가 그 시초로, 1788년 

초 백인정착 시절의 이웃돕기 활동으로부터 형식을 갖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후 정부가 주축이 되며, 종교와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는 ‘보호모델(care model)’을 기초

로 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자조단체, 사회개혁 및 행동주의단체, 문화보존단체 등의 40만 

개 이상의 지역 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현재 호주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끄는 원동력

이 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자원봉사활동은 스포츠, 사회복지, 지역사회, 교육, 훈련, 청소

년개발, 종교, 보건, 긴급구조서비스, 예술문화, 환경, 국제봉사, 정치,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사례

호주의 자원봉사활동 조직은 크게 연방기구, 주기구, 지역기구로 구성된다. 부분 연방

정부와 주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업과 개인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별 운영내용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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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기구: Volunteering Australia

호주 자원봉사 연방기구인 Volunteering Australia의 모태는 호주자원봉사협의회

(Australian Council for Volunteering)로, 1991년 「호주 수도특별자치구 협회설립법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ssociation Incorporation Act 1991)」에 의거하여 

1993년 10월에 설립된 이후, 1997년 Volunteering Australia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다. 

Volunteering Australia는 호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최상위 기구로서, 국가의 재

정 지원을 받고 있다. 주로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이나 자원봉사자의 안전,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 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기구

호주의 행정구역은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와 준주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3) 지역기구

각 지역단위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의뢰와 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지원봉사자 지

원센터(Regional Volunteer Resource Centres)가 운영되고 있다.

4_일본의 사례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정

1950년  이전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패전 후 혼란수습을 목표로 부상자 및 부랑자 보

호를 위한 공동모금과 학생인보관운동 등과 같은 자생적이고 비조직적인 형태의 시민활

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정부 주도의 공적인 시책들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부터 1971년도 사이 고도성장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각계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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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봉사가 증가하였다. 1952년도에는 최초로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청년사회사업

가 자원봉사조직이 운영되었으며, 1962년부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선의은행 활동, 자원

봉사자협회, 사회복지협의회 활동과 더불어 오사카·후지사무국 일본청년봉사협회 등의 민

간사무국 활동이 이루어졌다. 1968년 ‘자원봉사자육성기본요강’으로 민간부문의 자원봉

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통일된 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

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일본의 독지가나 청년 활

동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의 사회교육 수준에 그쳤다.

1973년 일본의 석유파동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로 지역사회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의 복지가 사회문제로 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자원봉사활동 육성

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후생성은 「민생위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자원봉

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973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

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추진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992년 고베 지진 이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국차

원의 기본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시·구·정·촌 단계까지 자원봉사 추진체제가 확 ·설치되었

다. 1994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학교·기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 조직체

인 ‘광역 볼런티어 범주연락회’가 창립되었다. 이렇듯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복지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보인다.

2)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사례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은 역사적으로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 지원조

직으로는 기업, 자원봉사재단,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이 있다.

(1) 민생위원제도

민생위원은 일본의 주요 자원봉사 단체 중 하나이다. 1917년 조직된 방면위원제도가 그 

시초가 되었다. 1948년 「민생위원법」의 제정을 통해 법정자원봉사자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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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전국적으로 확 되었다. 

민생위원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각 

현의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추천으로 후생 신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촉된 민생

위원은 연임이 가능한 3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매달 일정액의 활동비(교통비 등)가 지급된

다. 선정된 민생위원은 사회복지사무소나 시청, 구청과 밀접한 유 관계를 가지며, 생활보

호 상자들을 선정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위원으로 위

촉되어 각종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

1951년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본 자원봉사의 중추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9년 사회복지협의회 내 ‘선의은행’이라고 불린 자원봉사연구회가 운영되다가 이후 ‘자

원봉사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후생성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

원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1975년 협의회의 부설 기관으로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일본청소년봉사협회(JYVA)와 자원봉사 협력학교

1967년에 발족한 일본청소년봉사협회(Japan Youth Volunteer Association; JYVA)는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중·고·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

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각종 교재, 슬라이드, 영화를 제작하여 보급하거

나 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징적인 활동으로 18~30세의 청년들이 매년 

4월부터 1년 동안 집을 떠나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국제협력에 참가하는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자원봉사협

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 전국 볼런티어활동 진흥센터와 자원봉사보험제도

일본의 전국 볼런티어활동 진흥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

재, 비디오 등의 자료를 발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각 지방 사회복지협회 및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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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센터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육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자원봉사의 

일반적인 상태에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보험제도를 운영

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게 되는 사고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원봉사보험에서 제반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5_시사점

1) 자원봉사 영역 내에서의 공공의 역할

해외 자원봉사는 민간이 민간을 돕는 상부상조, 자선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였으나, 현재

는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여 공공이 주체가 되거나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자선활동이 상부상조활동으로 발전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오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 

제정된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SCSA)」, 

1993년 제정된 「미국봉사법(Serve America Act; SAA)」을 근거로 연방단위의 ‘지역사회

봉사단(CNC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이 만들어지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16세기부터 자선활동에 뿌리를 둔 민간 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된 이래 

자선 활동이 체계화, 조직화되었다. 1960년 「자선법」을 제정하여 공공이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공에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주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표적 자원봉사 기구인 Volunteering Australia는 연방기구-주기구-지역기구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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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서구의 사례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이 국가 주도적으로 육성되어왔으며 사회복

지기관을 넘어 학교와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보인다. 1945년 제2차 세계

전 이후 전후 복구와 부상자, 부랑자 보호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생적·산발적 자원봉사

활동과, 민간 자원을 활용한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중심 재건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1950년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되고 활발해

지면서 다양한 자원봉사 관련 단체가 등장하다가, 1970년  후반부터 정부가 민간의 자

원봉사활동에 개입,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고베 지진을 경험하며 자원봉사에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 차원의 기본지침이 마련되고 시·구·정·촌까지 자원봉사 추

진체계가 확  설치되었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한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과 

정부가 주도하는 표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예: AmeriCorps)을 운영하는 자원봉사기관

은 부분 연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운영주체이거나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되 민간이 운

영하는 민간위탁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 대표 프로그램
운영
주체

보상

미국

AmeriCorps

공공
(연방
정부)

지역·프로그램에 따라 생활경비, 의료혜택 
및 자녀보육서비스, 교육비·장학금 또는 학
자금대출자금 상환유예혜택, 직업훈련, 취
업 우선 자격 제공

- AmeriCorps 네트워크

- 미국자원봉사단(VISTA)

- 전국지역사회봉사단(NCCC)

Senior Corps

소득기준 충족 시 수당 및 활동비 제공
- 양조부모 프로그램(FGP)

- 노인동반자 프로그램(SCP)

- 퇴직노인봉사프로그램(RSVP)

영국

Volunteering Matters의 
full-time volunteering programs

민간
프로그램에 따라 숙식 혹은 생활경비, 실
비, 여행경비, 귀가비용, 교육훈련 제공

새천년 자원봉사단 
(Millenium Volunteers)

공공
시간 인증 및 수상
(구직 및 취학 시 인정)

호주 Volunteering Australia 공공 -

일본 민생위원제 공공 활동비 제공

[표 4-6] 국가별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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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앞서 2장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무 가성의 유연한 적용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검토한 해외사례 또한 자원봉사의 무 가성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비와 실비 외 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가를 허용하는 「자원

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에 한 경제적 보상

을 제공하고 있다. AmeriCorps의 경우 월평균 1,500달러의 급여와 자원봉사자 당사자 

혹은 가족에 한 장학금 혜택, 의료혜택, 이주수당, 자녀보육서비스, 연방정부 관련 직종 

취업 시의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Senior Corps 역시 식사, 교통비, 월평균 4시간의 교육·훈련, 

상해·손해보험 외에 시간당 2.65달러의 시급이 지급된다. 영국의 경우 18세에서 35세 사이 

청년을 상으로 운영되는 Volunteering Matters의 full-time volunteering programs

은 무료 숙식, 실비, 귀가비용,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민생위원제도 역시 

참여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자원봉사활동에 해 실비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외국 사례들은 경제

적 이득이나 보상이 활동의 주요한 목적 혹은 동기가 아니라면 실비지원 활동을 자원봉사

로 인정하는 무 가성에 한 유연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의 개념

을 시장 임금을 받는 생산 활동에서 나아가 돌봄, 교육, 자원봉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

익한 활동으로 확 하자는 일부 학자들(Atkinson, 1996; 2015)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자원봉사의 연계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 등 노동의사 표현의 가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사회적으

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청년수당의 수급자격을 완화한다면, 청년층의 자원봉

사활동과 시민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회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는 고용 없는 성장

과 청년층 실업 문제에 응하는 새로운 안이 될 수 있다. 



05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시사점

1_조사개요

2_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한 의식 변화

3_자원봉사 영역의 개선과제

4_시사점



70 /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방안

05ㅣ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시사점

1_조사개요

국내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원봉사 영역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자원봉사 영역의 다양한 주체를 상으로 일 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과 기존 영역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 영역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기업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 활동 실무자, 동주민센터의 주민참여사업 담당 주

무관, 개인 자원봉사자 총 21명을 상으로 2017년 7월 4일에서 9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유지 방법’, 

‘향후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협력 가능성’, ‘향후 기관의 자원봉사자 활용 욕구’ 등에 

해 질문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상으로 ‘자원봉사 경험’, ‘활동 선택 경로’, ‘활동 중

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 ‘자원봉사활동에 한 보상으로서 시간인정·실비지원에 한 

개인적 의견’ 등에 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이외에도 세 차례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자원봉사 영역이 당면한 문제와 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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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업무 담당자(3명)

OO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OO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OO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기업 사회공헌활동 담당자(1명) 기업 사회공헌담당자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 활동 실무자(5명)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A 대표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B 실무자

사회혁신지원조직 대표

NPO 실무자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사업 담당 주무관(2명)
동주민센터 주무관 A

동주민센터 주무관 B

자원봉사자(10명)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캠프장

기업자원봉사자

학생자원봉사자 A

학생자원봉사자 B

학생자원봉사자 C

마을카페자원봉사자 A

마을카페자원봉사자 B

마을카페자원봉사자 C

어르신 자원봉사자

[표 5-1] 심층인터뷰 대상

2_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의식 변화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인식

(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에 한 인식은 과거 취약계층을 돕는 선별적·시혜적 개념에서 

나아가 이웃과 함께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으

로 확장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 상호호혜적인 나눔 활동으로 넓게 인식하고 있었고, 봉사참여로 자신의 관심과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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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장기봉사자는 봉사활동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것보다, 경험을 통한 배움과 만족감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원봉사에 한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가) 함께 활동하고 함께 간다는 인식이 

있어요. 우월의식이 사라졌어요.”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 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복지관) 처음 왔을 때 낯설다고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이 어려움이 덜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 어르신 자원봉사자(신입 회원을 안내하는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

하지만 일반 중은 여전히 ‘자원봉사’라는 단어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포털 중심

의 전통적인 자원봉사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영역

이 점차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서비스 제공형 봉사’, ‘비전문적 노력봉

사’의 협소한 의미에 고착되어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자원봉사와 별도로 ‘자원 활동’, ‘전

문봉사’, ‘프로보노’, ‘재능기부’, ‘나눔 활동’, ‘서포터즈’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용어가 다양해지고 유사한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 없이 개인의 시간과 자원을 투

자하여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자원봉사 참여율 감소는 봉사활동 

참여 자체의 감소라기보다 자원봉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활동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NGO에서는 기관에 조금 더 소속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서포터즈’나 ‘멘토’ 개념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기관 이름을 따서 ‘○○○서포터즈 모집’ 이

런 식으로요. 결국 그게 다 자원봉사이긴 한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 ‘자원봉사

자 모집’과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 NPO 실무자

“(나눔이웃 사업 참여자들은) 자원봉사라기보다는 봉사활동보다 더 넓은 개념의, ‘나눔 활

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스스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활동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인데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활동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 따라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 동주민센터 주무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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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는 이미 기관 중심의 ‘단순서비스 제공형 노력봉사’에서 개인의 욕구와 관심에 

기반을 둔 ‘재능기부형 프로보노’, ‘지역사회참여 활동’ 등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자원봉사의 확장된 개념을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무대가성·자율성의 유연한 적용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확 되고 새로운 유형의 봉사가 등장하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는 자원봉사의 핵심 원칙인 ‘무 가성’과 ‘자율성’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

났다. 자원봉사활동에 한 인정과 보상은 참여자를 격려하고, 봉사참여의 홍보·권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일정수준의 실비 지원과 수당지급은 자원봉사 참여자의 경제

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다양한 계층의 봉사참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봉사시간 인정과 함께 소정의 혜택 제공을 통해 봉사참여를 독려하

거나 봉사자에 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시간실적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보상이 

없어서 아쉬워요. 다양한 활동 보상이 있으면 자원봉사자, 수요처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

각해요. … (신규 회원 모집 시에) 시간실적이 쌓이면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득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상패나 은행 이율 혜택도 안내하면서 1365에 가

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 자원봉사캠프장

하지만 무 가성·자율성이 약화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봉사자, 기

업봉사자의 경우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여보다 봉사실적을 입력·관리해야 하는 의

무 규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시간 등의 증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들어 유급 자원봉사, 실지비원 활동,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청년 인

턴 등 보수를 받는 공익적 목적의 유사 사업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활동과 임금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일부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실적증명이나 실비지원을 먼저 요구

하거나, 상 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취사선택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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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실비지원이 있는지, 활동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시

간 입력에 해서 안내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 입력해서 어디다 쓰

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사회적 경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을 배우고 싶어서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경

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일했는데 나중에 인턴인데 왜 최저임

금도 안주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임금을 지급하고….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 사회적경제조직 표

“(어떤 어르신은 오셔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활동하는데 나는 자원봉사라고 돈을 못 

받고, 저 사람은 일자리 사업으로 20만 원 받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그래서 저희는 ‘순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비지원이나 가가 없다고 초기상담 때부터 

말씀을 드려요.” - OO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자율성·무 가성의 관 한 적용에 해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이

라는 의견과 자원봉사의 순수성과 본래 의미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

고 현장에서 이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모두 자원봉사의 

개념과 범위에 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원봉사 환경과 성격의 변화

(1)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변화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이 등장하고 참여자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 한 수요는 존재한다. 노력봉사

는 전문봉사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력봉사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봉사

에 참여할 수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기업자원봉사자

“쉽고 시간 잘 주는 봉사활동이 좋아요.” - 학생자원봉사자 A



05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시사점 / 75

하지만 단순노력봉사에 한 참여자들의 흥미와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떨

어지고 있다. 개인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른 봉사참여가 증가하고, 사회참여를 자기표현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유사· 체 활동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의 경쟁력

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활동하는 캠프원들도 활동에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 자원봉사캠프장 

“자원봉사활동 평가에 한 의견에도 일감이 다양하지 않고 의미 없는 활동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 OO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요즘 학생들은 외활동이 엄청 많아요. 저희 활동을 홍보하러 취업사이트에 들어가 보

면 비슷한 시기에 하는 다른 활동들이 쭉 떠요. 봉사활동 이외에 다양한 외활동이 점점 

늘어나니까 봉사에 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 해외봉사, 서포터즈, 인턴 같은 활

동을 여러 개 신청해 놓고 그 중에 더 매력적인 것을 골라서 가는 거죠.” - NPO 실무자

자원봉사에 한 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수요처에서도 

전문봉사에 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이용자의 특수성

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봉사자나 일회

성 자원봉사자보다는 성인 정기봉사자와 유관분야 전공자에 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프로보노에 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의 프로보노 수요는 교육봉사, 전

문 강사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전문가 활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행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전문가의 지원, 기관 이용자의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법률지원 등 전문직 프로보노에 한 수요 역시 높았다. 이와 같이 전통적 자원봉

사 영역에서도 노력봉사와 전문봉사의 수요가 모두 존재하지만,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적절한 봉사자 매칭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노력봉사에 한 수요가 높지 않은데 주로 노력봉사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방학 때 

학생들이 단체로 오거나 기업에서 단체로 와서 프로그램 매칭이 힘든 경우에는 청소 같은 

노력봉사를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관 측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싶지만 또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 OO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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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입장에서는 노력봉사, 전문봉사 모두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상자에 맞는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전공 학생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상이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구요.” - 

OO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지역사회 조직화 중심의 기능

전환을 도모하면서 봉사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조직화를 

위한 자원동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의 주체들이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조직화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

원봉사자 모집의 수요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일방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강조되

고 있어요. 주민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보다는 지역주

민이 직접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형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꼭 전문봉사가 아니어도 소모임을 만들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해요. 복지

관 차원의 주부봉사모임도 있고요.” - OO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2) 사회적 경제 및 시민사회 영역으로의 자원봉사 확대

최근 자원봉사 영역은 새로운 자원봉사모델의 발굴을 위해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조직과

의 연계·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수익창출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자

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연계와 관련하여 두 영역의 접목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와 두 

영역의 연계를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우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무급 자원봉사자를 배

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두 영역을 연계한다면 그 접점은 무엇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

다.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이미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자원봉사에 

자체에 한 욕구가 크지 않고 봉사수요 또한 컨설팅 프로보노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의 프로보노는 기업 임직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내의 새로운 

사업유형을 발굴, 투자, 유치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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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무 등에 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기업구성원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한 경험과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초기 경영시

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기업과 프로보노 참여자 그리고 수요처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프로보노 연결은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두 주체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로보노는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전문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와 기업운영에 한 이해도가 낮은 자원봉

사 영역이 사회적 경제와의 적절한 연계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회적 경제의 전문봉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우려가 존재한다.

“저희는 자체적인 컨설팅 전문가 pool을 구축해서 상시적인 상담, 세무·회계·인사·노무 상담

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기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해요. 프로보노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교한 코디네이팅과 상호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기업과 사회적 경제 두 영역 모

두에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능력이 자원봉사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아니

죠.”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B 실무자

한편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사회적 목적과 공익성을 추구한다

는 면에서 자원봉사 영역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영역의 결합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일례로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의 지원은 사회적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자원봉사 영역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봉사를 일반적으로 프로보노라고만 보는데요, 일반적(전통적)인 

봉사 영역들이 기저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에서 단순히 경영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삶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로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의 육아문제를 자문해주고 도와줄 사람,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줄 봉사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서비스’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A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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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광범위한 인력풀, 

자원봉사자 관리의 전문성, 인프라의 안정성, 그리고 시·군·구 행정과의 밀접한 네트워크

이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두 영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와 함께, 새로운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자원봉사 영역의 적극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_자원봉사 영역의 개선과제

1)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정립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적절한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

지만 일반 시민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수요처의 실무자들도 자원봉사

센터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VMS, 1365와 

같은 포털 이용과 더불어 유관기관에의 개별적인 홍보, 기존 참여자와 지인을 통한 모집 

등 사회복지사와 실무담당자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수요처

의 실무자들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를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자원봉

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연계 경험은 전문강사, 교육강사 등의 프로보노 활용과 규

모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행사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빠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변동이 잦아 기관 간 의사소통의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한계로 지적되었다.

“자원봉사자가 연결만 잘되면 우리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연결 과정이 

힘들어요. 우리가 (봉사자를) 모집하나, 센터가 모집하나 똑같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알음알음 모집하는 거죠.” - OO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일차적으로 센터를 통해 연결이 됐으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오면 좋을 텐데 (자원봉사자

들이) 행사 당일에 시간이랑 장소만 알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전에 어떤 봉사자들이 오

는지 모르구요. 기본정보의 제공이라거나 자원봉사자의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 (자원봉사센터에 한 기 가 크지 않아요).” - OO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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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담당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바라는 점으로 자원봉사자의 빠른 매칭, 사전정보의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외에도 자원봉사 기본교육의 제공, 활동 홍보, 그리고 자원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동주민센터, 구청, 교육청 등의 기초 자치단체 및 행정기관과 같은 

공적자원 연계에 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부모

를 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관에서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공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 공지를 보내줄 수 있다면 홍보가 더욱 수

월해질 것 같아요. 그런 공공자원들을 연계해주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OO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365에서는 해당 지역별 일감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도-농을 연계하거나, 권

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이나 시·도 간 일감

이 연계가 되거나,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전국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NPO 실무자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민선 6기 서울시정의 표 사업 중 하나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주민자치 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

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7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24개구 342개동에서 확  시행되고 있다. 찾동 사업 시행으로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

여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민간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디딤돌사업, 나눔이웃사업, 나눔가게를 

뿌리로 발전해온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주민 주도 나눔 활동과 지역자원 동원

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동주민센터의 나눔이웃 주민 모집, 나눔가게 모집, 나눔동아리 지

원 등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기존의 지역주민 봉사모임, 

마을공동체,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찾동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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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착되면서 신규 나눔이웃 모집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상으로 제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사업 자체에 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신규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나눔이웃 분들은 기존에 (주부 공방모임)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을 그 로 모셔오

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신규 나눔이웃을 모집하려면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해요. 홍보하고 게시판에 붙이고 그래도 한 명 올까말까 하고. 그래서 기존 나눔이웃의 친

구분들을 알음알음 찾아서 모집하고 있어요. 게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해서는 거의 안 

오세요. 나눔이웃 배너도 (주민센터 입구에) 세워 놨는데 저거 보시고는 한 분도 안 오셨어

요.” - 동주민센터 주무관 A

또한 나눔이웃·나눔가게 모집 이외에도 후원물품 배달, 주거환경 개선, 마을행사, 특화사

업 등 동주민센터 자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주민센터의 주민참여사업 사업 담당주무관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의 동 단위 조직인 ‘자원봉사캠프’를 인지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캠프 자체가 활성화되어있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의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눔가게에서 밑반찬을 후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배달을 할 수 

없으니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 주거환경 개선이나, 집 청

소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늘 요청을 드리

는 분들한테만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 동주민센터 주무관 A

“동 특화사업으로 1년 동안 진행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1년간 진행하면

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저희가 일을 하고 말아요.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셈이죠.” - 동주민센터 주무관 B

이와 같이 동주민센터의 역할 전환으로 지역주민 참여활동, 동주민센터 자체사업이 증가

하면서 자원봉사자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

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시민참여활동’, ‘주민 주도활동’,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전히 협소

한 의미에 머물고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두 영역을 분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터뷰에 참여한 동주민센터 주무관들은 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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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원봉사보다 더 넓은 개념의 주민 주도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민(주민) 

참여’와 ‘자원봉사’가 별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자원

봉사에 한 욕구가 낮게 나타나고,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시민참여 영역과 별도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

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주민센터는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의 연계 강화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조직의 활성화

를 통해 지역의 수요에 함께 응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풀(pool)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자원봉사 영역의 개선

청소년 자원봉사는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중 ‘학

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2017년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13)는 중학생 

15시간 이상, 고등학생 20시간 이상이며,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 봉사활

동 실천을 통해 권장 시수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

년 자원봉사활동은 비자발적·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 평일은 수업시간 외 2시간, 주말은 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학생이 주말 

혹은 방학기간 동안 밀린 숙제처럼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봉사가 일종의 의무로 받

아들여지면서 ‘시간을 많이 주는’, ‘쉬운 활동’ 위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학생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와 

봉사 지속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낮

고 봉사에 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시켜서 해요. 자원봉사시간 받으려고 해요. 1365에서 찾아서 하고 싶은 거 골라

서 가요. 날짜 맞고, 시간도 많이 주고, 관심 있는 분야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골라요. 사실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안 채우면 고등학교를 가는 데 차질이 있고 그러

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 학생자원봉사자 A

13) 학교 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초 1~3학년은 
5시간 이상, 초 4~6학년은 10시간 이상이 권장 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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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자원봉사가 거의 없어요.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지하철에서 안내하고, 행사 때 사

람들 머릿수 채우러 가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 수준이에요.” - 학생자원봉사자 B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

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지루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교 졸업 이후 성인기에도 지속되어, 20 의 자원봉사 참

여율 저하와 ‘스펙을 쌓기 위한 자원봉사’라는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학내 봉사교육, 자

원봉사활동 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에 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 활동 후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 스스

로가 자원봉사활동에 한 의미를 찾고, 봉사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와 같은 달라진 학제와 호응할 수 있는 봉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학

생의 주제선택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한 지원과 함께 체험처와 학교 연계를 통한 진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학생의 직업적 흥미와 사회공헌활동을 결합한 장기·전문봉

사프로그램과 전문적인 봉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교 봉사동아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변화에 응하는 유연한 처가 필요하다.

“1365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1365에서 추천 수 많이 뜨는 거 보고, 시간 많이 주는 거 보고 고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없어요.” - 학생자원봉사자 A

“지금 1학년들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진로활동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진로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애들처럼 인턴십 활동같

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학생자원봉사자 B

“끝나고 평가는 한 적 없어요. 그냥 실적입력 종이 쓰고 집에 가요.” - 학생자원봉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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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인력 활용 확대

(1) 노인 자원봉사 현황

2017년 서울시가 고령화 도시에 진입하고 ‘성공적 노화’,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받으면서 

노인세 는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자원봉사단 운영’은 노인복지관 기

본사업 중 하나로서, 복지관마다 자체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도우미’, ‘평생교육 강사’, ‘노-노 케어 활동’, ‘어르신 기자단’, ‘어린이집 방문 교육활동’ 

등이 보편적인 활동이다. 은퇴 후 노인들은 자원봉사에 참여에 한 사회적·직업적 압력이 

낮아 참여의 자발성이 높고, 활동에 한 애착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 보니까 보람을 느끼

고 봉사를 위해서 나가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 

말하는 것도 듣고, 관계 같은 것도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노인 자원봉사 영역 역시 새로운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홍보·권유하

여 봉사수요를 창출해 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력봉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봉사활동에 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IT 서포

터즈’, ‘교육강사’, ‘어린이집 방문 구연동화’ 등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를 앞두거나 현직에서 은퇴를 한 어르신

의 경우 현업 당시의 경력과 전문성을 토 로 한 프로보노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다 보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부분이

세요. …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면) 본인이 회비도 냈고 복지관에 왔는데 왜 일을 

이렇게 시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즘 복지관에 오시는 신입회원들 중에

서는 본인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오신 신입회원 한 분도 나는 

복지관에 오기는 조금 젊은 것 같다, 나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혹시 (복지관 내부

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 물어보셔서 IT 서포터즈 활동을 소개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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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계속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강하세요. 연말에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조사

를 하면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요. …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전문성 향상교육, 보수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 OO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2)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와 충돌

노인 자원봉사 영역은 자원봉사 영역 확 에 의한 ‘무 가성’ 약화로 인한 혼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50+센터의 ‘보람일자리’ 등 실비지원 사회공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무급자원봉사와 일자리 사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Senior Corps로 표되는 앙코르 커리어사업이 자원봉사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노년층 실비지원 활동이 ‘일자리’의 영역에 포함되어 유사한 활동

들이 ‘자원봉사’보다는 ‘생계형 일자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보람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게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원봉사와) 거의 비슷한데… 

일자리는 돈이 나오는데 우리는 교통비도 안 드려요. 아무 것도 안 줘요 진짜. 그래서 우리

는 다시 정립을 했어요. 우리는 ‘순수 봉사단’이고 혹시 조금의 비용을 원하시는 거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자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초기상담이 

가장 중요해요.” - OO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향후 자원봉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지원과 시장

임금 이하의 수당 지급은 인정하되, 자원봉사의 무 가성, 자발성, 공익성을 강조하여 경

제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임금 노동’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돈 주는 그런 것도 많더라구요. 그 사람은 그거 좋아서 하고 나는 이거 좋아서 하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얼마간의 가를 좀 받고 하고 나는 가 없이 해도 행복하고. 나도 

안 줘도 무방하지만, 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에요.” - OO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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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노인세 는 정보에 한 접근성이 상 적으로 낮아 사회참여에 한 욕구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근 자원봉사센터와 50+센터를 중심으로 노인과 베이비부

머 상의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시설이용자를 상으로 프로그램

이 홍보·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세 의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 영역에 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르신 세 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방안’, ‘노인 자원봉사활동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본인이 봉사가 하고 싶어서 일일이 복지관이든 센터든 전화를 해 보셨나 봐요. 

그분은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수요가 있는) 곳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같은 세 가 봉사활동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OO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4_시사점

1) 자원봉사활동 모습의 변화

이미 자원봉사 현장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모습은 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단순서비스 제공에서 상호호혜적인 나눔 활동, 시민참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터

뷰를 통해 전통적인 자원봉사의 장인 사회복지기관과 관공서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사회

혁신 영역,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자발적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재의 ‘자원봉사’의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이미지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

형 봉사’, ‘비전문적 노력봉사’ 같은 협소한 의미에 고착되어 있었다. 일례로 사회혁신·사회

공헌활동의 참여자들은 가없이 자발적인 재능기부,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스

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원봉사’ 신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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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활동가’, ‘나눔이웃’ 등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2장에서 살펴본 자원봉사 통계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의 감소·정체 추세는 봉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원화되어가는 모습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봉사시간 입력으로 집계되는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줄어들

고 있지만, 새로운 영역에서의 시민참여는 확장되고 있다.

2) 서비스 제공 중심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의 수요 감소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기존의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에 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단체봉사, 학생봉사 등에서 전통적 봉사활동에 

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전문봉사, 프로보노, 자기 주도형 봉사, 삶의 터전과 일상생활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봉사, 환경·문화·국제적 이슈 등과 관련된 봉사 등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유형의 봉사에 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뷰에서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

사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과 함께, 변화

하는 수요에 응하여 개인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창의적, 자기 주도적, 시민참여형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자원봉사의 영역 및 범위의 확대

시설 기반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서비스로 복지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이 전환되면서 전통적 서비스 제공주체였던 사회복지관과 관조직은 물론 새로운 참여자인 

사회적 기업, 혁신조직, 협동조합, 시민사회 모두 환경 변화에 응한 새로운 역할상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경우 자생적 경영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초기 

단계로 중앙정부와 행정 영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경험부족으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혁신조직 등의 확장된 사회공헌 영역

에서도 노력봉사와 전문봉사에 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자원봉사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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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에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사

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두 영역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상호 소통이 부족하여 사회적 

경제는 자원 부족의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수요처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은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의 영역과 범위를 확 하기 위한 기회

가 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자원봉사 영역의 인적자원을 결

합하여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장으로서 가능성이 크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참여 영역과 자원봉사 영역의 매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교육청 등의 기초 자치

단체 및 교육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행정력은 공공·행정조직과의 

사업추진경험이 부족한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으로 확 되고 있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 사업은 

자원봉사의 새로운 수요처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해 해결하는 주민조직화 사업, 마을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동 단위의 사업 참여자 

모집과 교육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서비스 전달 기능이 강조

되면서 주민참여사업과 별개로 동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봉사 수요도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동주민센터 차원에서는 사업 

참여 인원의 모집·홍보를 통한 인력부족 해소를,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새로운 수요처의 

모색을 기 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동 단위조직인 자원봉사캠프의 활성화는 자

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를 매개하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시민참여의 모습에 응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역할로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기획자’의 역할에서 봉사참여자들의 자기 

주도력,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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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프로그램 기획력을 향상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인 조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시민 주도형,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험의 장으로 거듭

나야 한다.

5) 청소년 자원봉사의 부작용과 개선점

청소년 자원봉사는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의 의무를 학습하는 교

육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부분의 청소년 자원봉사는 진학을 위한 봉사시간 인정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원봉

사를 ‘지루한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봉사시

간을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회성 노력봉사에 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의미 있는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봉사에 한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도 주로 장기전문봉사에 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미성년인 청소년의 일회성 봉사에 한 수요가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단체행사 참여, 단순노력봉사 등으로 봉사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를 제고하고 미래 자원봉사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봉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 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

램 확 가 필요하다. 4장의 미국, 영국, 일본의 해외사례에서는 18~35세의 청년과 중·고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장기봉사 프로그램, 10 와 청년층을 상으로 하는 전문 봉사 

프로그램, 봉사협력학교 지정 운영(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자유학기제와 같은 새로운 학제와 연계된 청소년 상 장기·전문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자원봉사의 동력으로서 노인인력의 활용

서울이 고령화도시에 진입하고, 베이비부머의 거 은퇴시점을 맞이하면서 자원봉사의 새

로운 동력으로 노인 자원봉사자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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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형식

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 자원봉사자의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및 교육수료와 연계되는 전문봉사와 재능 나눔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 는 상 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취약하여 개인의 봉사욕구가 

개발되지 않거나, 적극적인 봉사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봉사참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인봉사 수요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어르신 세 를 위한 전문봉사 

프로그램의 확 ,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자뿐만이 아닌 모든 노인을 위한 어르신 세 의 

봉사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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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출

1_서울시 자원봉사 정책방향

1) 자원봉사 영역의 민간중심성 강화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통한 민간중심성 강화 

이 연구의 목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향 및 현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영역

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  중반까지는 민간이 주도했으나,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시행 이래로 정부 주도로 활성화되어왔다. 정부는 자원

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자원봉사센터로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개소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25개소의 총 26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

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분 내용

제1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표 6-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상당수의 자치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

들이 지역 행사에 동원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일부 자

원봉사센터는 관변 단체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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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센터장이 함께 바뀌거나 전문성 없는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센터 운영의 연속

성·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자원인 자원봉사 영역의 운영 행태를 왜곡하

는 여지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 자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재원 다원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됨으로써 부분의 재

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조직의 경직적 운영 요인이 되고 있다(주성수 외, 2015). 이에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와 함께 공모를 통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운영, 모금, 법인전입금 활용 등의 민간

재원 확보를 허용함으로써 재정 다원화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2) 실적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자원봉사센터 평가 방식 전환

자원봉사센터에 한 평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센터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성격(Salamon & Anheier, 1997; 

Boris, 1999)을 가지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해결자로서의 기능(이은정·이경은, 2007; 정

진경, 2005)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자원의 매개자·중재자이자 지역사회 문제해

결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비해, 자원봉사센터에 한 평가는 자원봉

사자 등록률, 참여율로 변되는 자원봉사자 동원 실적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간 자원을 매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

어 내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이 이를 평가하는 지표와 합치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적 중심의 평가는 일회성 행사에의 동원과 같이 자원봉사자 참여율, 등록률과 관련된 

실적을 높이는 사업에 치중하게 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통한 변화 성과보

다 실적 향상에 초점을 두는 목적 전치현상을 야기하며 자원봉사현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실적보다는 성과, 다시 말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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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자원봉사센

터와 자원봉사 영역의 사회적 영향력 및 성과를 정부와 지역사회 전반에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3) 의제, 방식, 영역의 다원화를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원봉사 영역은 시민사회 영역의 변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

험하고 있다. 단순노력봉사, 서비스 제공형 봉사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일자리로 체되면

서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에 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선호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시민 주도적·전문적·창의적·개인 중심적 자원봉사가 

확 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또한 변화하는 욕구에 응하여 새로운 수요를 충족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의제의 다양화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체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삶의 질 

향상’, ‘보호서비스 제공’, ‘사회통합’ 등의 의제를 다루어왔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가 사

회서비스로 확 되면서 민간 영역에서 안전, 환경, 해외구호, 공정무역 등 다양한 의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시 사회서비스 확 와 자원봉사자 욕구 다원화와 

더불어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 방식의 다원화이다. 의제의 다양화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참여방식의 변화 또

한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자원봉사활동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민(주민) 주도

형 사회참여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관심과 재능, 역량에 기반을 둔 개인 중

심, 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활동과 일상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봉사 등

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따라 자원봉사 영역 또한 지역사

회 기반의 시민 주도형, 개인 중심형, 온라인 참여형 봉사에 한 선호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역의 다양화와 연계·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자원봉사 영역과 비영리 영역

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수요처의 발굴과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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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했듯이 사회복지서비스가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는 사

회서비스 영역으로 확 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주체 또한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나아가 

요양기관,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는 자원

봉사 영역이 협력해야 할 관련 기관이 전통적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민간 시설로 확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넘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혁신센터, 시민단체, 자선재단,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협력과, 다양한 조직 유형을 

표·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시행으로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서 복지통·반장, 나눔이웃, 나눔가게, 우리동네 돌봄단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참여사업의 확 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새로운 자원봉사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동주민센

터는 나눔이웃·나눔가게 인원 모집, 주민센터 차원의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 프로그

램의 홍보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동 자원봉사 캠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있지 않거나, 자원봉사 캠프와 동주

민센터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주민센터 중심의 주민참여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주민센터는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협력처가 될 수 있다. 동주민센터는 자원봉사 영역과

의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교육·관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에 지역단위의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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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의 연계 

청년층의 시민참여 활동을 독려하고, 청년층에게 새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

안으로 청년수당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상, 지급수준·방식·기간, 지급조건을 조금씩 달리하며 ‘청년배당(성남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구직지원금(경기도)’, ‘청년직업교육훈련수당(경상북도)’ 등의 이름으로 운

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 이어 2017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취

업성공패키지’ 사업 연장선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몇몇 지

방자치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는 취업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실업률14)

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과 신규 실직자 문제에 

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다만 청년 실업을 보는 시각, 노동과의 연계, 국가 책임에 

한 시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 등에 따라 지급조건과 수준을 달리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수당’15)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청년이기만 하면 조건 없이 수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청년수당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다시 말해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상태에 

있는 청년만을 상으로 재취업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

부 관련 사업의 경우에도 부분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의 노동의사를 조건으로 수

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청년수당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

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7조16)는 자원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자원봉사활

14)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4년 10.3%로 최고점을 찍은 반면,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5)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나 노동의무와 같은 조건 부과없이 보편적 보장범위를 가지는 소득보장제도”(ISSA(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2; 노대명 외, 2009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여기서, 청년수당이라 함은 특정한 인구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1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의하면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와 더불어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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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의 참여를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들의 수급자격에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청년수당의 수급조건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한

다. 첫째,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원·자선 영역에서의 활동 경험은 사회적 기업·사회혁신 조직 등의 분야에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관계 기술 향상, 관심

분야의 기술 숙련,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통해 향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시민참여 영역의 세 교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변화의 혁신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년취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원봉사(Volunteer)와 아르바이트(Arbeit)의 일

본적 합성어인 ‘보라바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보라바이트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비영리 목적의 자원봉사 참여활동으로, 불황으로 고용창출이 어려운 일본에서 ‘직업체험’

과 ‘봉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서 최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사회적 기업 등의 붐을 타고 개념화되고 있다. 젊은 세 는 직업적 선택에서 

‘보람’, ‘자기성취’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삶의 가치 설정에 있어 경제적인 

부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보라바이트’는 일

종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정명희·김형오, 2010).

영국의 고용지원센터(Job Centre Guide)는 생애 첫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서의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관련 직업에 한 중요

한 정보와 경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영국의 청년뉴딜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구직자수

당을 수령한 청년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3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job centre plus)는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봉사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

성하여 자원봉사와 고용의 연계 구조를 갖추고 있다(채준호, 2013).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해당하는 각종 사화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일 4시간 이상 활동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적 재취업 활동으로 보고 구직활동 1회(단, 중복불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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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발전전략

이 절에서는 광역 자원봉사센터로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며 자원봉

사 영역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방향성에 해 제언한다. 서울시 자원봉

사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

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원봉사의 시민참여 확산, 자원봉사 역량 강화, 자원봉사 네트

워크 형성, 민간 주도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미션으

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직접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보다

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자원을 조정·연계하는 허브(HUB)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에 그 정체성을 두고 있다.

자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olunteer.seoul.go.kr/center/vision)

[그림 6-1]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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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계하는 

‘V세상’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

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으로 수행해오던 자원봉사프로

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개인 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

비스 제공기관의 성격 또한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률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되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공,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즉 자원봉사센터의 미션·비전에 따른 정체성은 자원봉사의 

‘플랫폼’이자 ‘허브’인 반면, 실제로는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해옴으로써 미

션·비전과 활동 내용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에 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향후 

활동 방향과 정체성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이라는 자원봉사센터의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지역사회변화의 선도자’와 ‘민간(자원봉사)자원 조직화 창구’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제안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사회 이슈의 발굴로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해 나감과 동시에, 표적인 민간자원 조직화 창구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두 가지 정체성에 따른 역할과 과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변화 선도자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과업 

이 연구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으로서 지역사회 변화 선도자의 역할을 제안한

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변화의 선도자로서, 조직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라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활

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기획 역량과 함

께 자원봉사활동에 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획역량과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해

서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역량 개발과 더불어 절차와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조직적 차원의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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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역량 강화 

지역사회 변화 선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획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자원

봉사 프로그램은 수요처와 공급처를 갖춘 일종의 상품으로, 환경의 변화, 수요처의 변화, 

자원봉사자의 욕구 변화에 응하여 이에 걸맞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의제, 영역, 방식을 다양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자원봉사자의 연령 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모델화하여 보

급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욕구 변

화에 따라 의제를 다원화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비영리 조직 확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에 응하여 수요처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의 선호와 

행동양식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 주도형, 온라인 기반형 자원봉사 플랫폼을 

개발하여 새로운 참여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2) 평가역량 강화

자원봉사센터는 전통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등의 자원봉사자 

동원실적으로 기관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아닌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성과 지표가 아니며,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의 정체

성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가 창출해낸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의 개발과 자체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센터의 사회적 책임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자원 조직화 창구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과업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자원 조직화 창구로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다양

한 기관·단체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빠르게 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영역과의 

협력 및 연합으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원봉사 문화를 구축하고 확산해나가는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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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나아가 일반 시민을 상으로 자원봉사에 한 인식을 확 하고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자원의 총량을 

확 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들의 자원봉사자 모집, 자

원봉사자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 총량 확

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함께 기존 

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재구조화하여 지역사회 민간 자원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연합·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구축 및 인식확대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수요처로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

제 조직, 사회혁신센터, 시민단체, 자선재단 등의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

처 기관, 장기요양서비스기관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 중간지원조직 간 적극적

인 연계·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적극적 연계·협력의 강화에 앞서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에 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일례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미션의 수행과 동시에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에 있어 조직의 경제활동을 위해 무급 자원

봉사자를 배치하는 것에 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사회적기업

은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원봉사자가 심적·물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 등 공익성을 추구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경우 

해당 조직에 한 깊은 이해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모두에 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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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운 자원봉사 수요처로 확 하기 위해서는 ① 자원봉사자를 상

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과 요구에 한 교육 수행, ② 사회적 경제조직을 상으로 

자원봉사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자 활용에 한 교육 수행, ③ 자원봉사자의 욕구 파

악, ④ 사회적 경제조직의 욕구 파악, ⑤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호 욕구충족

을 위한 연계, ⑥ 연계 이후의 모니터링 및 중재와 같은 일련의 체계화된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 영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상당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점차 자원봉사와 새로운 시민참여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자원봉사에 한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노력봉사활동에 머

물고 있다. 새로운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외연의 확 를 통해 포괄적인 자

원봉사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콘퍼런스 개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인식전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역할과 과업은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역할 및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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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자원봉사활동 모델 제안

이 절에서는 상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금

(기부)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자원봉사 확 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을 검토하고, 연계·협력을 위한 참고 사례를 소개한다.

1)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및 경향에 한 분석과 인터뷰에 따르면, 10 의 자원봉사 참여

율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중·고등학교 때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크게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청소년 상 자원봉사프로그램은 부분 일회성 행사 동원, 

단순 봉사 등으로 많은 청소년이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재미, 보람, 의미 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적 측면에서도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부족하고, 활동 후 피드백도 

부족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활동 시 가져야 하는 태도, 향후 개선점 등을 나누거나 

봉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자체적 교내봉사모델의 구축 사례이다. 학교 차원의 자체적 교내봉사모델을 구

축하여 자원봉사의 기획, 활동,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비자발적 참여, 형식적 봉사와 같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점에 

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차원의 자원봉사 모델개발과 함께 이를 지원

하기 위한 학교, 자원봉사센터, 교육청,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해 형식적, 의무적 행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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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사례: 서울 남강고등학교의 ‘따뜻한 봉사활동(따봉)’17)

남강고등학교의 ‘따뜻한 봉사활동(이하 따봉)’은 기존의 청소년 자원봉사에서 목격되었던 비

자발적 참여, 형식적 봉사와 같은 문제점에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내봉사모델이다. 

남강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시작된 따봉을 통해 학교 차원의 프로젝트형 봉사프로그램을 개

발·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의 유형에 따라 ‘기관 연계형’, ‘지역 연계형’, ‘자체 

활동형’의 약 20여개 봉사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봉의 연간계획은 ‘따봉 조직단계’, ‘따봉 활동단계’, ‘활동 정리단계’로 구성된다. ‘따봉 조직

단계’는 따봉의 기획·준비 기간이다. 학교차원에서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봉사 섭외를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따봉 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한다. 봉사의 기획과정에

서 학생 주도의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

다. ‘따봉 활동단계’는 5월에서 11월에 이르는 본격적인 봉사가 시행되는 시기이다. 남강고등

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와 흥미에 따라 방과 후 신청 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봉사프로그램을 선택한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시간에 정해진 6회 동안 따봉 활동을 

수행하고, 공식적 활동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방과 후 혹은 주말을 통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따봉 팀에는 1명씩 지도교사가 배정되어, 팀별 활동에 동행하고 활동사항을 지도·

점검한다. 또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충분한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이후 ‘워

크북’ 작성을 통해 스스로 활동을 평가한다.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11월 이후, ‘활동 정리단

계’에서는 따봉 봉사수기 공모전을 진행하여 팀별 봉사보고를 진행하고 봉사수기를 시상, 따

봉 활동에 한 자료집을 편찬한다.

남강고등학교의 ‘따봉’에서 주목할 점은 조직-활동-정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계획의 시

행이다. 학교 차원에서 질 높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봉사의 기획에서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미없는 봉사’, ‘뻔한 봉사’가 아닌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봉사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단’을 비롯하여 봉사·사회공헌 관련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

계·협력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봉사참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7)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6), 청소년 봉사학습 관련 전문가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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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학교 교과과정과 지역사회 봉사를 연계한 미국의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의 사례이다. 학생들이 관심분야의 교과목과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교과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나아가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참여-진로 

탐색-심화학습’의 결합 모형이다.

학습과 봉사의 연계 사례: 미국의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프로그램18)

미국의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학교교육제도와 연계시킨 프로그

램으로, 말 그 로 봉사와 학습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3]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개념 

봉사학습은 유치원에서 학교까지의 학제와 지역의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지식과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공립학교의 39%는 봉사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업 중 봉사학습에 한 행정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준비’-‘실행’-‘활동

검토(reflection)’-‘축하와 인정’의 가이드 모델에 따라 봉사학습을 수행한다.

일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양학 수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재배한 야채

와 과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올바른 영양섭취에 한 지식과 더불어 

마케팅과 경영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수업과 연계한 지

역의 컴퓨터교실 봉사로 자신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향상하고, 교수법과 화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18) youth.gov 홈페이지(https://youth.gov/youth-topics/servic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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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봉사학습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심화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 관심분야의 교과목과 연계

한 지역사회 활동을 기획하고 이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

하고, 직업세계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추후 학업계획을 고민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획력, 인

관계기술, 문제해결, 마케팅·경영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다.

2) 청년층 대상 프로그램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은 자기 주도적, 전문적, 창의적 자원봉사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세 이다. 청년층 자원봉사의 모습은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나아가, 다양한 영역

과 융합된 형식,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청년층의 자원봉사에 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이며 온라인 활용이 일상화된 젊은 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의 정보제공과 상담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원봉사자

와 수요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매칭해주는 자원봉사자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

폼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학생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해당 사례는 온라인상에서의 

상담활동과 더불어 캠프·학교 탐방 등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생 주도적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높은 활동지속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온라인 자원봉사 사례: 서울 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SNU멘토링 프로그램19)

서울 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운영하는 SNU멘토링은 자체 구축한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 멘토와, 중·고등학생 멘토를 1:1로 연결하여 학습방법과 진로, 적

성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 해 조언을 구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1:1 게시판, 문자발송 게시판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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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비 면성과 즉시성으로 인해 멘티들은 보다 진솔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멘토들도 바쁜 학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활동의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중학교 입학부터 학 졸업까지 5년 이

상 멘토링을 지속하는 경우, 멘티가 고교 졸업 후 멘토로 다시 활동하는 경우 등 장기 참여의 

비율도 여타 오프라인 봉사 프로그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멘토링 캠프, 학교 탐방 등 멘토들이 직접 기획하는 면 멘토링 프로

그램을 진행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의 긍정적인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멘토

-멘티에게는 매칭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온라인 슈퍼바이저가 배정되어, 기술적 어려움과 

멘토·멘티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을 상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서울 학교 SNU멘토링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멘토링의 표적인 

모델로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기반으로 일상에서 봉사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적은 시간투자에 비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력봉사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변화를 주

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경제 영역 등 새로운 영역과의 융합 활동 등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학에서 교양 필수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가 정신’ 등과 연계하여 사례 및 정보공유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모임 공간 제공과 같은 

지원 체계 구축 등 청년들의 창의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

과 연계하여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학 등 교육기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의 연합과 협력이 요구된다. 

다음은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인액터스(inactus)’의 사례이다. 

인액터스는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청년층을 사회

적 책임감을 갖춘 차세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홈페이지(http://igsr.snu.ac.kr/) 및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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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회적 기업형 자원봉사: 학생 연합동아리 인액터스20)

인액터스(Entrepreneurial, Action, Us; Enactus)는 학과 세계 유수 기업들의 파트너십

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학 연합 

단체이다. 인액터스 학생들은 여러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실존하는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인액터스는 매년 전 세계 39개국 2,000여 학 57,000여명의 사례를 공유하며 그 해의 챔피

언을 뽑는다. 선발의 평가 기준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한 고려와 동시에 비즈니

스 모델을 적용하여 얼마나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는가?’이다. 인액터스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

사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청년층의 주도적, 창의적, 지역사회 중심적 봉사모델로

서 의미가 있다.   

3) 노인 대상 프로그램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중반 이래로 50  중장년층과 60  이상 어르신들의 자원봉

사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며, 향후 참여의향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장년 이상의 노년 세 가 은퇴와 자녀의 출가 이후 삶의 의미를 찾는 사회참여의 수단

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노인세 와 은퇴 후 중장년 세 는 자원봉사 영역의 새로운 자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 노인세 와 중장년층의 기술, 지식, 경험, 자원을 활용하고 다변화되는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전통적 돌봄서비스에서부터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3년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

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 세

는 서울시 50플러스로,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노년 세 는 자원봉사센터로 

상호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 세 는 자원봉사활

20) 인액터스 코리아 홈페이지(http://enactus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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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소요되는 실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치구 봉사센터별, 프로그램별

로 실비지원 체계가 상이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거나 순수한 봉사참여의 동

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일원화된 실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최근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비영리 단체의 유형이 다양화며 사회적 경제에서의 자원봉사 

수요 또한 발견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수요는 일반 노력봉사보다는 

프로보노와 같은 재능기부, 전문자원봉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자체가 

서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출발했다는 점,21) 즉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한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인력 충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한 인적 자원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일반 노력봉사 수요처로서의 가능

성과 잠재력을 가진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 노력봉사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며, 둘째는 사회적 경제 조

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개발,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세무·회계, 법무 등 

전문 영역에 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보노 봉사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영역의 상호 연계에 앞서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콘퍼런스 개최, 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으로 식사배달사업(meals-on-wheel)을 실시하는 캐나다

의 사회적 기업 샌트로폴 롤란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사례이다. 센트로폴 롤란은 자원봉

사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이라는 지역사회 문제에 응하며, 지역사회 청년들

2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정부 주도로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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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봉사경험과 더불어 직업경험과 지식,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더 많은 주민들이 센트로폴 롤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의 협업 사례: 샌트로폴 롤란(Santropol Roulant)22)의 식사배달사업 

캐나다 몬트리올의 샌트로폴 롤란은 식사배달사업을 통해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봉사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

회적 기업이다. 표적인 사업인 자전거 도시락 배달사업(meals-on-wheel)은 주로 15세와 

35세 사이의 젊은 세 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매일 100개의 도시락이 25명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수혜자의 문 앞까지 직접 배달된다. 

봉사참여, 워크숍 이수, 인턴과 스탭으로서의 경험은 지역의 젊은 세 들이 새로운 직업경험

과 지식을 쌓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이 몬트리올 

내의 사회적 유 와 식량안보에 한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도시락이 전달되기까지의 재료의 

재배, 준비, 포장, 배달, 쓰레기처리 등의 모든 과정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들에 

의해 배달되는 도시락은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

한 식사에 한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또한 영양섭취와 관련된 교육 제공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자체 마켓을 열어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샌트로폴 롤란의 도시락은 단지 한 끼 

식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사회적 유 를 공고히 하고, 세  간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림 6-4] 샌트로폴 롤란의 영향력 [그림 6-5] 샌트로폴 롤란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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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 사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민선 6기 서울시정의 표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및 시민참여 활동의 확 를 촉진하고 있다. 복지 통·

반장,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 돌봄단 등은 찾동 사업 내에서 운영 중인 표적인 자원

봉사프로그램이다. 찾동의 주민참여 사업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자원봉사

활동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델로, 공공 전달체계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 자원봉사 프

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신규 봉사자 모집 및 참여자 교육에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금천구의 사례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지역사회 참여형, 시민활동형 자원봉사 모델이자 실비 지원을 공식화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이다. 

동주민센터와 자원봉사의 연계사례: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23)

통통희망나래단은 2012년 7월 발족된 금천구의 동 단위 이웃 돌봄 안전망이다. 지역에서 평

균 17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이하 나래단)’은 지역사정에 밝고 봉

사정신이 투철한 이웃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나래단은 지역 이웃돌

보미로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을 정기 방문하며 서비스의 연

계·상시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나눔 행사와 봉사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동 단위의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래단 참여자들을 주3일 1일 4시간 활동하

며, 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교통비, 물품구입비, 전화요금 등)자원에서 월 20만 원의 활동비

를 지급받는다. 또한 참여자들을 상으로 자원봉사 리더십에 한 교육을 비롯하여 정기회

의를 개최하여, 참여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주민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이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사업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2017년 서울시 찾동사업의 일

환인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22) 샌트로폴 롤란 홈페이지(https://santropolroulant.org/en/what-is-the-roulant/)

23)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서울시 복지사업의 리더가 되다!’,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보도자료, 금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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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금·기부 프로그램과의 연계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원봉사 영역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시

설들과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연 를 확 하고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인적 자원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민간 자원의 또 다른 형태로 기부·후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선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선·모금단체의 모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모금 활동

의 내용 및 방식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민간자원의 큰 두 축인 자원봉사 영역과 자선 영역은 상호 협력을 통해 민간 자원의 총량

을 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영역의 주요 과제로 논의해 온 의제의 다양화, 

새로운 영역의 개발, 방식의 다양화는 자선 영역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며, 상당부분 내용

을 공유한다. 실제로 자선 영역 또한 의제 개발을 통한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의 기획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새로운 배분처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온라인 모금, 계획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모금을 기획하고 있다. 

다음은 민간 자원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인 자원봉사와 자선 영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이다. 먼저 플리(FLRY)의 사례는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와 

기부의 연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사례이다. 플리는 결

혼식에 사용된 꽃을 기부받아 재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거나 소외계층과 

함께 원예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플리는 꽃을 기부하는 ‘기부자’, 기부받은 꽃을 

재활용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꽃을 쉽게 접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인 ‘수혜자’ 모두 

꽃을 매개로 나눔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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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기부와 자원봉사 연계 사례: FLRY 플리의 꽃 재활용 사업24)

(사)리플링의 미션은 ‘꽃을 통해 사람들 간의 나눔과 공감을 확산하여 더 나은 세상을’만드는 

것이다. 주 사업인 FLRY(플리)는 결혼식에 사용된 꽃을 기부 받아 꽃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함께 원예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기부받은 꽃을 수거하는 

작업, 다듬는 작업, 꽃다발을 제작하거나 원예수업을 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은 ‘플리 메신저’

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파트너, 기부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꽃을 기부 

받거나, 임직원 재능나눔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업사회공헌활동을 공동 기획, 운영

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 모두 1,54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72개의 기부처에 

9,456다발(개인/기업 기부 포함)의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꽃’이라는 매개를 통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쉽고 즐겁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꽃을 기부하는 ‘기부자’, 기부받은 꽃을 재활용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꽃을 쉽게 접하기 힘든 ‘수혜자’ 모두 꽃을 매개로 나눔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인 FLRY와 별도로, 기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익사업 중 하나로 온라

인 플라워 펀딩(어니스트 플라워) 및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라워 펀딩은 온라인 사

이트를 통해 6번 꽃을 주문하면 7번째 꽃다발은 주문자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과 시설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기부된 꽃은 지역의 복지관,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

정 등에 전달되고, 기부자들이 본인 이름으로 기부된 꽃의 전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벤트·정기기부 형식으로 기업·단체와 협업을 통

한 나눔 사업,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14 /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방안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와 새마을 금고가 함께 진행한 조손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을 상으로 2016년 실시한 ‘지역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운동’은 기부된 물품과 전문기술 

봉사를 연계한 기부·봉사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기부와 자원봉사 연계 사례: 지역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운동25)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운동은 가계가 어렵

고 주택이 노후화된 1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창호, 단열,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사업은 오마이컴퍼니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모

금을 통해 자재를 구입하고, 시공은 분야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재능기부를 통해 주택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시공과정에서 창호교체, 단열시공, 보일러 교체, 전기, 도배, 장판 등 

관련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24) 플리 홈페이지(https://www.flry.kr/)

25) 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s://www.kfcc.co.kr/),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www.ohmy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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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ic Plan for the Activation of Volunteering in Seoul

Sangmi ChoiㆍKyung-Hee ShinㆍHye-Rim Lee

Volunteer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livering social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charity and mutual aid, and its actual domain has 

been expanded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From a 

traditional view, volunteering focuses on some fundamental 

principles and practices: non-obligatory, unpaid work for the 

benefits of others, under the organized setting. However, as the 

domain of volunteering has expanded to similar categories such as 

civic participation, community service, social enterprise, and even 

paid-volunteer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volunteerism is being 

replaced by a more expanded and diverse concept.

It seems like volunteering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from the  

‘traditional program primarily consisting of delivering social 

services such as caring’ to ‘professional, self-organized and flexible 

activities.’ The volunteering participation rate in Seoul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 late 2000s, because it only counts participation 

in the traditional form of volunteering activities, which mostly takes 

place in social service agencies or public institutes. 

This study proposes an enlarged concept of volunteering. By 

analyzing domestic statistics, reviewing oversea case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volunteers and volunteer 

managers in both old and newly rising volunteering field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to activate volunteering in Seoul City. This 

study recommends that volunteering need to include broader civic 

participation areas, especially consisting of volunteering at social 

enterprises and community building activities. The stud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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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s the Seoul Volunteer Center, as the hub of volunteering 

in Seoul, to lead those change, by connecting diverse areas of civil 

society and developing diverse cause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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