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자원활동하자
  <2017년상황>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자원활동의 의미를 수혜나 복

지적 개념의 봉사에서 새로운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민활동으로 확장하고자 함. 
  - 센터 내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자원으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대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목    적 : 
     1)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
     2) 스스로 바로 서서, 서로를 돌보고,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는 자공공(自共公)

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 활동을 독려 
   ◦ 장    소 : 하자센터 내/외
   ◦ 참여인원 : 연인원 803명 / 청소년 700명, 성인 103명 / 3,089시간 
                두볼사이트 / 연인원 521명 / 봉사시간 2,025시간,
                1365사이트 / 연인원 251명 / 봉사시간 1,064시간 
                현장접수 / 연인원 31명 /
   ◦ 사업예산 : 금삼백칠십만원(금3,700,000원)
   ◦ 집행예산 : 금사백칠십만원(금4,700,000원)

3. 사업내용
   ◦ 주요사업 
   1) 자원활동하자 캔들워크숍
    - 일정 : 2017년 3월 1일 ~ 12월31일(4회 / 3.11,3.25,8.11,8.19)
    - 인원 : 44명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진행 : 장수연(상추), 김민지(상추)
    - 내용 :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가들과 캔들워크숍 진행
    - 성과 : 1) earth hour 및 에너지 절약을 기억하기 효율적인 방안으로 확인됨
             2) 청소년운영위원도 참여하여 영감을 얻고 창의서밋에서 진행함
    - 유의미/향후



     *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재미로 다가가는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매체로의 가   
      능성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함.
     * 다양한 대상에게 선물과 메시지를 정하는 목적으로 자원활동 영역과 연계     
     성도 높아보임.

 2) 열린테이블 다르게하자(자원활동체계구축)
    - 일정 : 2017년 3월 1일 ~ 12월31일
    - 인원 : 35명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내용 : 열린토론을 기반으로 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서 함   
            께 실천하고 경험을 나누고자 함.
    - 성과 : 1) 민관협력 자원활동가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2) 청소년 자원활동 그룹 발굴 및 자원활동 방향성 발견
             3) 하자센터 내의 자원활동 멤버십 구축
    - 유의미/향후
        * 봉사활동에서 공공활동으로 넘어가는 중요 지점에 대한 힌트를 얻었음
        *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함

 3) 자원활동 온라인콘텐츠 제작프로젝트
    - 일정 : 2017년 11월 1일 ~ 12월 31일
    - 인원 : 3명(웹툰작가 2명, 웹툰PM 1명)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내용 : 청소년자원활동기록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성과 : 1) 하자센터의 청소년 활동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함(웹툰 4회분) 
             2) 청소년과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웹툰’ 형태로 가공해 하자센터 활  
                동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다양화
    - 유의미/향후
        * 청소년 또래와의 새로운 소통 채널 확보를 기대함
        * 청소년 온라인리터러시 영역에서의 하자의 역할을 발견하길 기대함 

4. 홍보 및 외부연계
   ◦ 자원봉사자 모집 채널
     - 두볼사이트(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http://www.youth.go.kr/youth/
     - 1365자원봉사포털 : https://www.1365.go.kr
   
   ◦ 뉴스레터
     - 자원봉사활동 ‘다르게하자’



        : https://haja.net/index.php?mid=review&page=3&document_srl=6844

5. 전체평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목표1) 자원활동그룹 활성화
   -(평가) 상시형 활동(청소년카페, 허브카페, 마을카페), 일시형 시간활동(열린공방), 

연결형 프로젝트 활동(공공성, 외부연계)으로 진행을 했다. 각 단위마다 적극적으
로 자원 활동이 이루어졌다. 상시형 활동 및 일시형은 ‘시간인증과 가벼운 동기’
로 오는 청소년들을 유입하는데 유효했고, 연결형 프로젝트 활동 들은 ‘자원활동
의 의지와 공공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을 유입하는데 유효했다.  

   
    *(목표2) 하자센터 내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멤버십 레이어 정리 
    -(평가) 청소년 카페 ‘그냥의 운영진(10명 내외)’이 모집 되었고, 터전 자원봉사 

동아리 ‘덕분에가(15명 내외)모집’ 되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팀마다 담당자가 해당 교육을 추가로 이수했고(총3명: 미라클, 들레, 
풍뎅), ‘모집공고 및 활동인증’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집 시스템은 기존의 두볼 
사이트에서 1365사이트까지 추가로 수요처 등록을 진행했다.

   
    *(목표3) 다양한 자원활동 그룹의 발굴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평가) 

1) 꿈꾸는 거북이 : 장애인 스포츠 대회 완주 목걸이 만들기를 2회 진행(약 100
명이 참여, 1,000개의 목걸이 제작)했다. 
2) 대학생 봉사 그룹 연계 : 대학생 연합동아리 ‘볼룬타스, 베네트립’ 등이 활동
에 지원을 했고, 약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후에도 추가 활동에 대한 연락
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3) 자원활동가 그룹 발굴 : 청소년 봉사활동 그룹으로 서밋에 발굴해서 초대한 
    4개의 ‘그랑, 그린칩, 은하수, GAP closer’ 팀과 내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는 요청을 받았다. 
    4)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tvN리

틀빅히어로(자원봉사부분) 출연진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청소년 자원활
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연합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발견했
다.

   *(기대효과) 하자센터에서 봉사활동이 공공활동의 장으로 펼쳐지길 기대
   -(평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서 공공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였음. 차년도에는 ‘자원활동의 방향성, 시스템 
구축, 외부 네트워크 구축을 안정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