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금)
9.19
(목)

07:30-08:45

조찬만남
전체회의

09:00-10:00 ◦ 청소년 대표 발표
◦ 자원봉사 분야에서 연구조사의 중요성 (Richard Dictus/UNV)
◦ 자원봉사, 삶의 방식 (Jody Broun/National Congress of Australia First Peoples)
포럼
재난재해와
10:05-11:15 자원봉사

위기상황 자원봉사 진흥에 있어 자원봉사와 소셜미디어
정부의 역할
(진행: 서부시드니대학 Sev
Ozdowski교수)

(진행: Kenn Allen)

11:15-11:45

(진행: 호주프로보노 대표
Karen Mahlab)

오전 티타임
Ⅳ. 브레이크 아웃 세션 D19-1
세션 D19-1-1. 자원봉사와 정부의 역할
11:45-12:05

12:15-12:35

12:45-13:05

비영리 분야의 봉사활동
21세기의 자원봉사 혁신 자원봉사와 정부의 관계
촉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

(D onna Rygate, Sim on ( C h r i s t e l Me x / Mi c h a e l
(Salem Aldini/킹파드대학/
W atts/N SW 정 부 /호 주 ) Feszcazk/Evelyn O'loughlin)
사우디아라비아)

세션 D19-1-2.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의
전문직 협회의 회원 자원
트로이 목마
(김현옥/한봉협,관리협회/
봉사
자원봉사와 사회적 경제
한국)

11:45-13:15

(Karen Mahlab/프로보노호주
(Debbie Hall/CPA/호주)
/호주)

세션 D19-1-3. 위급상황 시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 주도 자원봉사단의 자발적 재난대응을 통한
위급상황 자원봉사의 가치 :
위기대응 능력
결속과 배움
호주 서핑 구조대의 사례
(Sarah Lockwood/와이카도 (Jeremy Horan/포인츠오프
(호주 서핑구조대)
대학/뉴질랜드)
라이트/미국)

세션 D19-1-4. 디지털 시대의 자원봉사
대만 자원봉사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

(Yen-yu Chen/대만)

디지털 시대의 자원봉사:
디지털 자원봉사 : 텔레
무료 온라인 상담을 통한
포니카의 자원봉사
아동과 청소년의 역랑
강화
(Mahendranath Busgopaul/
(Maria Antonia/브라질)
모리셔스IAVE/모리셔스)

- 13 -

9.19(금)
9.19
(금)

세션 D19-1-5. 자원봉사 리더십
시간에 따라 변하는 봉사
사회적 공감을 가져오는
새로운 리더십 만들기
리더십
(이동훈/서울시자원봉사
자원봉사
(오영수/밸류가든/한국)

(진선주/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한국)
한국)

세션 D19-1-6. 기업 자원봉사와 경제
직원자원봉사의 통찰력, 봉사활동: 기업과 지역
기업자원봉사를
통한
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사회의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Ai Nakagawa/스탠다드차타드
호주의 관점
(Clare Desira/호주은행)

/싱가포르)

(Trish Rowaldson/HSBC/호주)

세션 D19-1-7. 미래의 자원봉사
성공적 자원봉사 프로
자원봉사와
‘일’에 퀸즈랜드의
그램 개발을 위한 미래
대한 인식의 변화
트렌드
동향 파악하기

자원봉사

(Roger Tweedy/The Nework (Nathan St John, Mark Creyton/
(Judy Esmond/에디스코완
Center/뉴질랜드)
퀸즈랜드 자원봉사센터/호주)
대학/호주)

11:45-13:15

세션 D19-1-8. 청소년 자원봉사
다음세대를 향한 인간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한
가치의 전달-자원봉사
젝트-서비스학습 플랫
파트너십 구축
학교
폼에서의 자원봉사
(Maria O'Brien/인테그레
(Julia Silenko/자원봉사리
(Elaine Au Liu Suk,Anna
이티드리빙/호주)
소스센터/러시아)
Hui/홍콩시립대/홍콩)

세션 D19-1-9. 저개발국가의 자원봉사 활동
군사충돌
지역에서의
호주 적십자와 청소년
자원봉사 : 중앙아프리
자원봉사단의 캄보디아
카공화국의 경험
활동기
(Evariste Zabolo/중앙아프
(Pola Ung Lorretta Bellato,
리카사회문화발전협회/중
Robbi Chaplin/캄보디아)
앙아프리카공화국)

세션 D19-1-10. 이벤트성 자원봉사
제 11회 골드코스트 영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스포츠 이벤트가 남긴
연방
경기대회에서의 모집방법 : 스포츠 활용
자원봉사의 가치
자원봉사
사례

(Karen A Smith/빅토리아
(Tracy Dickson/캔버라대학 (Matthew Maxted/WA자원
대학/뉴질랜드)
/호주)
봉사센터/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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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금)
9.19
(금)

13:15-14:15

오찬

14:15-15:30

전체회의

15:30-16:00

오후 티타임
V. 브레이크 아웃 세션 D19-2
세션 D19-2-1. 정부와 시민사회
16:00-16:20

16:30-16:50

17:00-17:20

자원봉사를 통한 네트
자원봉사의 해와 민관의 지방정부와 주민이 만
워킹과 사회적 역량 키
화합
나는 곳 - 자원봉사
우기
(Irina Smirenko/모스크바 (Robert Wagner, Hoan Pepi
청소년센터/러시아)

Marie Brookfield/호주)

(Matthew Taylor, Michael
Feszczak/호주)

세션 D19-2-2.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호주 원주민 자원봉사
효과적 기획을 통한 파
를 통한 진정한 파트너 협력적 파트너십 : 무엇
트너십 강화
을 어떻게 누구와?
십 만들기
16:00-17:30

(Russels Hocking, Emma
(Bruce Hammond, Christina (Lindsay Mell lynne Dalton/
Hess/호주국제자원봉사단/
Jenkins, Dale Weeberg/호주 유엔호주협회/호주)
호주)
국제자원봉사단/호주)

세션 D19-2-3. 재난재해와 기업 자원봉사
패널토론 : 기업자원봉사와 재난재해대응
(Louise Davis/IBM/호주)
세션 D19-2-4. 자원봉사와 마케팅
청소년미디어단, 자원봉사 혁신적 온라인 마케팅 “가능성을 꿈꾸세요.”
단체와 재능을 공유하다. 구축하기
캠페인
(Edwina Ricci/유나이티드 (Emma Trapski/골드코스트 (Alicia Patterson/빅토리아
유스미디어/호주)
자원봉사센터/호주)
자원봉사센터/호주)

세션 D19-2-5.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아프리카 청소년 역량개발 아시아 청소년 역량개발
(Tuesday Gichuki/케냐)

(Ingil Ra, SuzyBugante/말레이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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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금)
9.19
(금)

세션 D19-2-6. 중소기업 기업자원봉사 활동
중소기업과
신흥강자, 더 강력한 결과 중소기업, 자원봉사활동의
파트너십
JeffHoffman/글로벌 자선과 새로운 자원
시민참여/미국)

(Tom Levitt/영국)

NGO의

(Adrine Shirinyan/New Volunteers
Charitable NGO/아르메니아)

세션 D19-2-7. 기업 자원봉사와 의료서비스
범분야 간 협력, 건강한 자원봉사를 통한 의료 7년의 기업-지역사회 간
아이들을 위한 게임체인져 시스템 개선과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배운
(Susan Danish/국제청년연맹 협력
교훈
/미국)

(Paula Kapotes/미국)

(ING/브라질)

세션 D19-2-8. 자원봉사와 역량강화
캄보디아-대만교육
Safe Side 팀
1600:-17:30 단 하나의 해법-자원봉사 프로그램
(Lisa Garson, Robyn Humphreys/ (Li Ye Chang, Peter Hou/ (Rehab Al Dossry/Safe Side/
아프리카액션볼런티어/남아공)
아름다운대만재단, 카리타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캄보디아)

세션 D19-2-9.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참여
자원봉사와 사회참여 :
자원봉사자: 활동가와 제
권력과 자원봉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
(Carolyn Greenville/NSW암
언가들
(Anne Clear/머독대학/호주)

(Rodrigo Morales Munoz/UCL/
/호주)
영국)

세션 D19-2-10. 자원봉사와 대형 이벤트
꽃보다 아름다운 순천시 이벤트 봉사자 : 양질의 스포츠 이벤트와 자원봉
민 - 2013 순천정원박람 봉사활동 기회 제공
사 참여 독려
(Stuart Garland/볼런티어 아일 (Fedor Molkov/모스크바청소년
회의 봉사자들
(김장곤/순천시/한국)

랜드/아일랜드)

18:00-21:00

문화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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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러시아)

9.20(토)
포럼
09:00-10:30
9.20
(토)

청소년, 취업과 자원봉사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자원봉사

(진행: 본드대학 경력개발센터 Kirsty Mitchell)

(진행: IAVE 이사 Kathi Dennis)

10:30-11:00

오전 티타임

11:30-13:30

전체회의 및 폐막식
환송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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