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AVE 호주 세계대회 세부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18(목)
시 간
9.18
(목)

내 용

09:00-11:00

전체회의
◦ 개회식
◦ 기조연설 1. 자원봉사와 인권
(Michael Kirby/전 호주대법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11:00-11:30

오전 티타임
I. 브레이크 아웃 세션 D18-1
세션 D18-1-1. 효과성 측정 - 자원봉사, 자선활동, 기업참여
11:30-12:10

12:10-12:50

공동의 효과를 위한 개인과 조직의 동원 기업의 지역사회활동에 관한 강력한 스토리
(Mei Cobb, Dough Taylor/United Way/미국) (Jeff Hoffman/글로벌 자선과 시민참여/미국)

세션 D18-1-2.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변화
11:30-11:50

12:00-12:20

12:30-12:50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자원봉사는 역량개발에 연대: 유럽연합 기관들과
기여할 수 있는가?
자원봉사 하기
개발의 주요요소
(Lynn Mount/골드코스트
자원봉사센터/호주)
(Martin Hawkes/적십자/호주)

(David Barnes/EU)

세션 D18-1-3. 자원봉사와 사회통합
11:30-13:00 자원봉사로부터 얻는 사회적 자원봉사와 사회통합 : 사회통합을 위하여: 모두
자원봉사를 통해 본 한국 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자본
(Kath Snell/Volunteer Task 사회균열의 이유와 해법 (Melaina Tate/The City of
Force/호주)

(이유빈/한봉협/한국)

Tea Tree Gully/호주)

세션 D18-1-4. 자원봉사와 의료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자원봉사와 적극적 서비스 Harrow 마을로 가는길
봉사 : 오만의 사례
모델
(Robert Wagner, Melanie (Bernadette Close/Harrow
(Huda Alsiyabi/보건부/오만) Bannister/보론다라 시청/호주) Bush 보건소/호주)

세션 D18-1-5. 자원봉사의 흐름 - 과거와 현재
컴퓨터 과학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와 믿음: 산티 데이터는 그저 숫자가
관리
아고 순례길과 자원봉사 아니다: 연구결과를 행동
으로 옮기기
(Mariebeth Aquino/비엔나 (Eugen Baldas/카리타스 협회 (Samantha Hennessey/구글
공대/호주)
/독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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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목)
9.18
(목)

세션 D18-1-6. 자원봉사 : 기업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기업자원봉사를 통한 자원
기업자원봉사활동에 있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봉사 담당기관(Peak body)의
자원봉사센터가 가지는 가치 국가적 노력
역량강화
(Jo Ferrie/(주)우드사이드 에너지
(Katie Tilson/서호주자원봉
/Traci Gamblin/서호주자원봉
사센터/호주)
(Salem Aldini/사우디 아라비아)
사센터/호주)

세션 D18-1-7. 임직원 자원봉사
의미와 목적을 통한 직원
기업 자원봉사를 통한
교실 페인트칠 하기,
참여 유도
사회혁신
그 이상의 자원봉사
(탁지선/삼성/한국)

(Debbie Haski-Leventhal/
(Collen Du Toit/남아공)
맥커리 대학/호주)

세션 D18-1-8. 자원봉사와 학교 서비스 프로그램
11:30-13:00 정부가 도입한 학교 서비스 학습을 위한 자원봉사? 학생참여를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위한 학습? 방안
호주 대학생 자원봉사 현황
(Patricia Nabti/IAVE 아랍 (Megan Paull/머독대학교/ (Mark Creyton/퀸즈랜드
지역대표/레바논)
호주)
자원봉사센터/호주)

세션 D18-1-9. 국제개발 – 개발도상국 자원봉사
사람중심의 국제개발

2015년 이후 국제개발을 개발도상국의 국제자원
봉사와 지역사회 개발
위한 자원봉사

(Emma Hest/호주국제자원 (Shaun Hazeldine/국제적십자
봉사단/호주)
연맹/스위스)
(이창호/남서울대학교/한국)

세션 D18-1-10.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카리타스 자원봉사 관리자 호주 위기관리 분야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자격과정
기회와 도전
역량개발
(윤석인/서울카리타스자원 (Andrew Coghlan/적십자/ (Vanisa Dhiru, Karen Smith/
봉사센터/한국)
호주)
자원봉사센터/뉴질랜드)

13:00-14:00

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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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목)
9.18
(목)

II. 브레이크 아웃 세션 18-2
세션 D18-2-1. 자원봉사 : 의미와 가치
14:00-14:20

14:30-14:50

15:00-15:20

직장 내 따돌림 문제- 자원봉사 재정립하기: 호주 자원봉사센터가 본
자원봉사의 영역인가?
무보수직원의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정의
(Megan Paull/머독대학교/ (Nadine Brayley/퀸즈랜드 (Claire
Eliis/타스마니아
호주)
공대/호주)
자원봉사/호주)

세션 D18-2-2. 자원봉사 네트워크 – 도농간 연계 자원봉사
변두리 지역 보건분야 자원
바바리아 변두리 지역의 은퇴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봉사 관리자들을 위한 네트
자원봉사 진흥
풀뿌리 기관 지원하기
워크 구축
(Wolfgang Krell/아우구스 (Nadine Brayley/퀸즈랜드
(Sharon Walsh/Bendigo Health/
부르크 자원봉사센터/독일) 공대/호주)
호주)

14:00-15:30 세션 D18-2-3. 변화하는 자원봉사
제목 미정

안주함이란 없다.

적십자와
적신월사의
자원봉사활동

(Alehandro Torres/국제적십
(Osama Suliman/적신월사/수단) (Roz Wollmering/적십자/호주) 자적신월사연맹 아태본부/
말레이시아)

세션 D18-2-4. 기업자원봉사 활동 사례
기업자원봉사: 끊임없이 자신감과 시민의식 키우기 구글 아일랜드의 새로운
(Maria
Antonia
Just 프로젝트
주는 기쁨
(Ash Rosshandler/굿컴퍼 Picon/텔레포니카 재단/브 (Rachael Bleakley/구글/
라질,스페인)
니/호주)
아일랜드)

세션 D18-2-5. 자원봉사 – 새로운 출발
미얀마 자원봉사의 현재와 남미의 자원봉사: 동향, 2020년 자원봉사 미래
미래
과제 그리고 기회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전략
(Shwe Zin Mon Aung/미안먀)

(Dacil Acevedo/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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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na Bodrenkova/러시아)

9.18(목)
9.18
(목)

세션 D18-2-6. 글로벌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
글로벌기업과 지역사회의
딜로이트 자원봉사: 온라인
너십: IBM 기업 자원
파트너십 구축
자원봉사의 영향력
봉사자
(Diane Solinger/미국)

(Sarah O`conner/호주)

(Cindy Hook/호주)

세션 D18-2-7. 기업 자원봉사 활동 사례
국제자원봉사운동 만들기

기업 리더십을 위한 도구 일년 내내 선행을 극대화
하는 비법
로서의 기업자원봉사

(Jesse Hertstein/미국)

(Lillian Paparella Pedro
Dias/브라질)
(Kaynan Rabio/이스라엘)

세션 D18-2-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Do-Mocracy 만들기
14:00-15:30

(Jane Smith/호주)

‘나를 읽어요’동아리 학생제작 시민참여 다큐
멘터리를 통한 종교간
(Aliya Mohammad/사우디 벽 허물기
아라비아)

(Lillian Nave Goudas/미국)

세션 D18-2-9. 삶을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환상적인 기업-지역사회
세상을 바꾸고 싶나요? 시골 청년의 기업가 정신
파트너십
그럼 ‘놀아요!’
(Daniel Burriticai/콜럼비아) (Fausto Calderon/에콰도르)

(Rob Wise/Working Bee/
호주)

세션 D18-2-10. 자원봉사와 미래 사회
자원봉사 관리자에게 적용
가능한 리더십: 변화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국제행사에서의 언어관리 영향력
자원봉사의 유산 만들기
(Nien chen/대만)

(Anastasha
Magriplis,
Mark Creyton/유나이팅케
(Kit McMahon/호주)
어커뮤니티,퀸즈랜드 자
원봉사센터/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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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목)
9.18
(목)

15:30-16:00

오후 티타임
III. 브레이크 아웃 세션 18-3
세션 D18-3-1. 자원봉사와 법제
14:00-14:20
자원봉사자 보호

14:30-14:50
자원봉사 서비스 법

(Osama Mustafa Sulliman/
적신월사/수단)
(Debbie Huang/대만 IAVE)

15:00-15:20
위기 후 자발적 자원봉사
(Adaire Palmer/호주)

세션 D18-3-2.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
왜 국가 자원봉사센터인가?

자원봉사 관리 네트워크를 자원봉사 영역의 독립성과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정부의 역할

(Carmen Chavarria/과테말라
(Nancy Nunex/볼런티어웨 (Wendy Osborne/아일랜드
자원봉사센터/과테말라)
스트/호주)
IAVE/북아일랜드)

16:00-17:30 세션 D18-3-3. 재난재해 자원봉사
청소년 참가자 주도 토론 세션 : 지역사회의 재난대비
(Sam Johnson/뉴질랜드)

세션 D18-3-4. 디지털시대 자원봉사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 호주 국가자원봉사센터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웹사이트와 DB 구축 사례
자원봉사
(Jen Wyness, Amanda Robinson 외/서호주자원봉사센
(Susan Danish/미국)
터, 보스톤컨설팅그룹 등/호주)

세션 D18-3-5. 고령화 시대의 자원봉사
적극적이고 위엄 있는 노
광저우 사회복지사들의
피지섬과 태평양 지역의
후를 위한 노인 자원봉사
어르신 방문 프로젝트
어르신 자원봉사

(On Fat Chan/사회서비스
(Mohammed Hassan Khan/
개발원,광저우자원봉사협회
(Oscar Bravo/국가자원봉사
피지)
/중국)
센터/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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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목)
9.18
(목)

세션 D18-3-6. 기술기반 자원봉사 활동
재능봉사와 기업의
리더십

기업 자원봉사를 통한
풀뿌리 혁신, 자원봉사의
재능개발
저스틴비버

(Magaret Andrew/서호주자 (Maria Antonio Juste Picon/
(Nicole Campbell/캐나다)
원봉사센터/호주)
텔레포니카재단/스페인)

세션 D18-3-7. 기업 자원봉사 전략
기업자원봉사의 전략과
베네수엘라의 기업자원 아랍지역의 기업자원봉사
모범사례
봉사 살펴보기

(Likie Pui Ki Lee, Jessica
(Iraida Manzanila/IAVE/베 (Patricia Nabti/IAVE 아랍
Chi Shan Leung/자원봉사청
네수엘라)
대표/레바논)
/홍콩)

세션 D18-3-8. 청소년 자원봉사
러시아 청소년 자원봉사
미래지도자 양성: 서호주
16:00-17:30 호주 대학생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
참여 요인 분석
제3섹터의 자원봉사
협력의 기회
(Melissa Hyde/그리피스 보
(Adnan Visram 외/서호주
(Alexander Klyagin/국가
건원/호주)
대학교/호주)
훈련재단/러시아)

세션 D18-3-9. 자원봉사와 사회 통합
난민신청자 자원봉사를 이주민 재능봉사의 미래
통한 역랑개발

사회와 조직의 통합을 위한
리더의 역할

(Rebecca Chanock/적십자 (Lan Tran, Joanne Kim/
(Susan Danish/미국)
/호주)
웨슬리 미션/호주)

세션 D18-3-10.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자원봉사의 자격요건:
기준점 높이기: 호주의
역량강화인가, 시간낭비 자원봉사의 미래
새로운 국가자원봉사
(Yuen Yee Elsie Wan/자원
인가?
참여 기준
(Peter Heyworth/북부자원 봉사서비스센터/홍콩)
봉사센터/호주)

17:30-

IAVE 회원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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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Peak Body/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