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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과제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재능나눔은 종래의 금전이나 물품기부 또는 단순한 품앗이형 자원봉사활동을 넘어서, 개인
이나 단체 또는 기업이 지닌 재능(능력, 기술, 특기,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활
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 재능 기반의 자원봉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요구되어 왔다. 하나는 국가사회
가 충족해야 할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데 비해 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감소되
거나 다른 분야와의 경합이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사회전반에서의 자원
봉사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활동
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직
원이나 학생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끝으
로 전문적 역량을 지닌 개개인들에 의한 자원봉사욕구의 증대와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이 
증대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능력 또는 전문역량을 지닌 자원봉사자의 가용성 증대는 자원봉사계에 전례없는 자원을 제
공해 주는 것이면서도, 종래의 자원봉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체계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도 하다. 자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능력 또는 전문역량을 지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에
게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가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능이나 전문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반면 능력 또는 전문역량에 토대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능력이나 전문성의 수요(국가․사회적으
로 충족해야 할 전문적 욕구)와 공급(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인적자
원)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이점에 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개별 단체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런 활동이기도 하다.
  개인의 능력, 전문성, 특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인 재능나눔에서 '재능'은 반
드시 고도의 전문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작은'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작은' 재능에서 '큰' 재능에 
이르는 다양한 능력을 국가․사회적으로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만한 것
이나,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본질적인 측면과 실제운영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
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질적 측면에서,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의 차이점, 재능기반 자원
봉사자의 특성 등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금품이나 단순노역제공 등과 같은 일
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을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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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다.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반영하는 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에서도 단순노역제공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재능기반 자원봉사자가 일반자
원봉사자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있어서 자신이 지닌 전문성 등의 재능의 활용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핵심은 재능기반 자
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이들의 활동처 및 구체적인 활동분야와의 부합도(fit)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실제 운영측면에서 보면, 재능기반 자원봉사의 성격(방향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방향성
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그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전략이 요구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의 부진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방
편으로 "자원봉사=재능나눔"이라는 등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등식은 전문성 등을 지
닌 개인이나 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능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 (비록 '모든 사람은 나름의 재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더라도) 자원봉사 전반에 
미묘한 파장을 던질 수 있다. 또한 매우 광범위한 재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이
를 수요처에 연계할 수 있는 정치한 역량이 관리기관에게 요구된다. 
  기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은  재능이나 전문적 기술을 지닌 개인
이나 집단이 비영리조직 또는 자원봉사조직에 대해 주는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재능
기반자원봉사계획을 지닌 조직들은 각자의 미션기반 구체적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
능을 확인하고 이에 걸맞은 자원봉사자를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영리 
또는 자원봉사조직들의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상위의 조직은 각 단체나 조
직의 다양한 자원봉사수요를 모두 충족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요에 우
선순위를 두어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나눔 사업'에서의 고도화전략의 필요성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한봉협'이라 함)의 '재능나눔사업'은 2010년 시행된 이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캠페인 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의 초기 방향은 
사회지도층은 물론 일반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가는 국가사회적인 자원
봉사 의식을 제고하는 것에서 지역기반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문제
의 해결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능기반 봉사자의 조직화, 사회지도층 및 
기업의 재능기반 자원봉사의 활성화, 지역사회 활동단체의 발굴, 네트워크 형성 등에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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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방향과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2010년 동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보고서(한국자원봉사포럼, 2011)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제언되었다.

⦁ 사업전담 조직(단위)의 적정성 및 제도화 관련 사항
⦁ 재능기반 자원봉사를 위한 특화된 연계체계와 관련된 사항
⦁ 재능기반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지속적 발굴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체계(한봉협 조선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사항 
⦁ 사업포트폴리오(사업구성요소, 활동영역, 활동분야, 활동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그러나, 당초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은 확장 내지 체계적 사업으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한봉협의 주요 사업으로 안착되기 보다는 기업(2011 SK 지정기탁사업) 또는 정부(행
자부/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보조금에 의한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이
를 한봉협의 또 다른 공모사업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봉협의 재능나눔 캠페인 사업은 첫해 대규모의 자원동원과 홍보효과 및 재능나눔 용어의 
보편적 사용 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어려가지 문제점에 당면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재능나눔 자원의 발굴과 모집 및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필요
로 하는 수요처를 연계하는 직접 사업 운영형태가 과연 단체들의 협의체 기구로서 사무국 수
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인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캠페인 사업으로써의 사업성격을 가진 재능나눔이 그 사업명칭과 하위 프
로젝트분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능나눔 프로그램 공모선정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본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업성격 자체에 대한 모호성이다.
  세 번째 무엇보다 실행과정에서 파트너십, 협력단체, 거점단체 등 많은 실행 활동 조직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역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대하였으나 실제는 그
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은 사업의 방향과 기획 및 실행 전략과 실제 수행과정
등 단위사업 자체에서 나타난 문제로써 접근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봉협의 지도
체제 및 사무국 구조 등 거버넌스의 상당한 변화와 위기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조
직적 인력적 역량, 한봉협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역할기대와 조직 성격에 맞는 사업여부 등 
한봉협의 비전과 사명, 목적과 역할, 구체적인 전략방향과 사업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내재되
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즉, 보다 총체적이며 거시적인 조직차원에서의 접
근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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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과제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목적

  본 연구과제는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실시한 재능나눔 사업
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내 외부의 평가적 의견 수렴하고, 미국의 전문자원봉사 관리단계 매
뉴얼과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한봉협의 전략기획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본 사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과제의 내용

 1)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 수립

    (1) 2010-2013 재능나눔 사업 추진시기별 내용 분석
      - 사업방향과 목적, 추진체계구성 및 방법, 사업내용 및 성과 측면에서의 시기별 
        내용의 변화와 성과 및 문제점 분석

    (2) 재능나눔사업 추진 관련 한봉협 내부 직원의 SWOC 분석
       -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전략의 시급성, 내부 직원이 인식하는 재능나눔 추진 관련 
         한봉협의 강점과 약점, 환경의 제약요인과 기회요인 분석

    (3) 재능나눔 개념과 범주 인식 및 한봉협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재능나눔 사업 관련 외부 관계자 인식하는 재능나눔의 개념과 특성, 성과기대, 
        사업 지속추진에 대한 의견과 개선과제 및 한봉협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4) 해외 전문 자원봉사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Points of Light 의 전문 자원봉사 전국적 캠페인 사업인 A Billion+Change,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단계 매뉴얼 내용 소개, 프로보노 모델 등 사례 제시
    (5)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으로써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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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과제 수행방법

 

1.  고도화 전략기획의 체계도

   전략기획을 위한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나 이를 가장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상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I-1> 전략기획의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그림 I-1>에서 도식화된 전략기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목표('재능나눔'사업의 전략기획)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르고자 한다. 아래의 흐름도에서 한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전략기획과정
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인 '전략기획의 시급성' 분석이다.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재능나눔'사업차원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에서 기인한 것
이지만, 한봉협 임직원 사이에 그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고저가 본 연구 결과물의 실질적인 
시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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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화 전략기획의 시급성에 관한 조사

  한봉협의 임원 및 직원들이 '재능나눔'사업의 전략적인 운영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필요성
이 있을 때 전략기획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기획의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지(Diagnostic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재능나눔사업' 전략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진단한다. 전략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한
봉협 내부의 시급성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아래 '판단기준' 참조)이 되어야 전략기획이 의미
가 있다.
 
조사대상:한봉협 이사진, 직원
판단기준: ∑(점수i) >= 20: 전략기획 시급 

15 =< ∑(점수i) <= 20: 전략기획 유용
∑(점수i) <= 15: 전략기획 시급치 않음.

<표 I-1> 전략기획 필요성 진단 설문

항목
측정

그렇다
아마도

그럴것이다
아니다

1. 재능나눔사업(이하 "사업")의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은 이 사업  
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담고 있다.

2. 사업의 가치에 대해 사업 담당자 사이에서 자주 논의한다.

2.1. 사업의 가치에 대해 담당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3.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3.1. 사업의 비전에 대해 담당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4. 사업담당자들은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제약에 대해 성찰한다.

5. 사업은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

6.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7.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를 갖고 있다.

8.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9.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들은 서로 일관성을 지닌다.

10. 사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은 안정적이다. (즉, 지난 1년간 커다란 변  
화를 겪지 않았다)

출처: Shapiro, J. Strategic Planning 
Toolkit(http://www.civicus.org/new/media/Strategic%20Planning.pdf) 변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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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를 통해, 재능나눔사업의 큰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Critical Issue Map을 통해 강약-기회/위협 등

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행하며, 이를 비전개발을 위한 토대로 삼는다.

3. 사업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1)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재능나눔'사업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봉협 외부 인사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의 외부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핵심은 '재능나
눔‘사업이 놓여 있는 맥락적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얻는데 있다.

◯ 조사대상: 회원단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담당 공무원, 한봉협의 사업에 
            관계한 경험이 있는 조직/기관/기업/협회 담당자 등
◯ 조사방법: 이메일에 의한 설문조사(104개 기관) 및 개별 인터뷰(15명) 수행
      * 조사대상 목록 한봉협 제공
◯ 조사내용
 - '재능나눔사업' 차원
  ⦁재능나눔 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주 인식
  ⦁재능나눔 봉사활동의 기대성과 인식
  ⦁재능나눔 사업 지속추진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2) 내부임직원 의견조사

◯ 조사대상: 내부 임직원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재능나눔사업 관련 한봉협의 내부적 강점
- 재능나눔사업 관련 한봉협의 내부적 약점
- 재능나눔사업 관련 조직/사업 환경에서의 기회

        - 재능나눔사업 관련 조직/사업 환경에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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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SWOC 분석
내   부

긍
정

<강점>

․ ‘재능나눔’ 사업 관련 한봉협의 기관 
내적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

․ ‘재능나눔’ 사업 관련 한봉협의 내적 약
점은 무엇인가? 부

정<기회>

․ ‘재능나눔’ 사업 관련 한봉협의 외부환
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제약>

․ ‘재능나눔’ 사업 관련 한봉협의 조직운
영 및 사업을 제약하는  외부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외   부

o SWOC 분석 Template

강점 상세 설명 강점의 유지/강화 방안

약점 상세 설명 약점의 최소화/극복 방안

기회 상세 설명 기회 활용 방안

도전/제약 상세 설명 도전/제약 극복방안

   자료: Bryson & Alston (2005, p.79-82).

o 핵심성공요인 Template

핵심성공요인 좌측 핵심성공요인의 견지에서
조직/사업이 잘 수행되는 이유

좌측 핵심성공요인의 견지에서
조직/사업이 끌어낼 수 있는

역량/자원

  자료:  Bryson & Alston (2005,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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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사업 존재이유

VALUES

사업의 지향성

VISION

기관/조직의 미래

STRATEGY

비전 달성 구체적 활동

4) 사업의 사명, 가치지향, 비전, 전략 개발

 (1) 개발방법
  - 외부이해관계자 의견 + 내부임직원 의견  
  - 절차: 법령/제도상의 사업에 대한 규정 분석; 사업 사명 개발
  - 대상: 내부 임직원
  - 방법:  

․사전에 Template 제시 작성.
․내부 임직원 진술서 종합
․상기 C의 외부의견과 비교
․내부 임직원과 토의
․해외 유사 사례 분석

  (2) 전략기획 개발 내용
     ① 사업 사명의 재검토/개발
         <Mission Statement Template>
      * 예시: '재능나눔사업'은 ①의 목적을 위해 ②에게 ③을 제공하여 ④에 이바지한다" 

      

① '재능나눔사업'이 존재하는 주 목적,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② '재능나눔사업'의 주 고객 (내부고객, 외부고객)

③ '재능나눔사업'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

④ '재능나눔사업'의 결과로서의 장기적인 결과

         출처: Niven (2003) 

     ② 사업 가치지향의 재검토/개발
     ③ 사업 비전의 재검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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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전략의 재검토/개발
     ⑤ 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개발

4. 해외 사례 조사

1) 재능나눔 사업에서의 사례 조사

    ◯ 현지 방문 기관
       - Points of Light Corporate Institute (미국 워싱턴 DC 소재)
    ◯ 인터뷰 대상자
       - Jennifer K. Lawson (Corporate Institute 부회장)
       - Yvonne Siu (Corporate Institute Marketing Manager)
    ◯ 사례조사 내용
      - Readness Roadmap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 전략 
      - A Billions+Change 캠페인 배경, 추진방법 및 성과 (2년6개월) 
        ; 기업대상 전국적 규모의 전문 자원봉사 자원 동원 캠페인사업, 전략 및 방법 등
      - Taproot Foundation 의 프로보노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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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수행 과정을 통한 기대 효과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정부 및 제도와 자원봉사섹터의 관계, 민간 자원봉사 기구로서 본
질적 정체성, 다양한 자원봉사 인프라 조직 간의 관계 등 한국 자원봉사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과제의 연계 수행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사명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략기획과 연계된 사업기획의 중요성을 계획 차원 및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

으로 전략기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예를 제시할 수 있음. 
   

2.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기대 효과 

  ◯ 전략기획 실행을 위한 한봉협 스스로의 기본 토대로써의 혁신에서 부터 사회적 제도
     변화 요구에 이르는 실천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주무부처의 지원정책 및 법제도적 개선 요구를 위한 근거로 활용

  ◯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의 견인 역할로써 한봉협의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이 내용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교육자료와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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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능나눔 자원봉사의 이해

1. 재능나눔의 정의와 유사개념

1) 기술기반 자원봉사활동과 프로보노

 (1) 기술기반 자원봉사활동 Skill-Based Volunteering(SBV)

     기술기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기술과, 숙련된 경험, 재능과 교육을 비영리섹터에
서 필요로 하는 욕구와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기술기반 자원봉사는 외부로부터 모든 유
형의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이용하여 비영리조직이 그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Hands on Network 홈페이지, Common Impact, 
2010 ; The Allen Consulting Group, 2007).  
  개인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숙련된 경험을 비영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
의 직원봉사자들은 비영리조직의 직원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다. 
  기술기반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전략적 자원봉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 자원봉사에 
비해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자원봉사는 특정한 문제해결/욕구충족을 위해 마련된 그 
프로젝트의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딱 맞는 적재의 기술과 지식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적재의 시간에 연결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기술기반 자원봉사의 예로는(자료:2009 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Points of Light 면담시 제공) :
  ⦁ 비영리조직 이사회에 행정적 봉사 및 조언을 제공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과세 혹은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
  ⦁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기술(technology) 관련 커리큘럼 설계    
  ⦁ 고등학생 대상 경영전략 경연대회 코치

  Hands on Network에서 비영리조직 내부 직원들을 교육 훈련할 때 사용하는 자료에 의하
면(www.handsonnetwork.org/files/ hon_sbv_pro_bono_internal_npo_stafftraining), 기
술기반 자원봉사(Skill-Based Volunteerin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기반 자원봉사(SBV)를 프로보노(Pro Bono) 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로 여겼
다. 즉 대개의 경우 법률회사의 법률서비스나 기타 경영의 일반적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18

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전문적 서비스를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기반 자원봉사는 비영리 분야에 봉사하는데 있어 전문성
(professional) 혹은 개인적 기술이나 재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봉사자의 현
재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표 Ⅱ-1> 현금기부 - 일반 봉사활동 - 전문 봉사활동의 스펙트럼
재원 영역 일손 영역(Extra-Hands) 조직 인프라 및 리더십 영역

재정지원 노력봉사
(Hands-on)

전문 자원봉사활동 (Skill-Based)
비핵심기술 봉사 위원회 봉사 프로보노 봉사

현금 보조금
현물 기부/후원
모금

놀이터 청소
무료급식
주거환경 개선

개인학습지도
문학 프로그램
과학대회 심판

위원회 배치
이사회 임원훈련

IT 지원
인적자원관리 자문
재무 회계 자문
경영전략 수립
홍보, 매체 전략

자료 : Taproot Foundation(2008) 및 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2009) 

 (2) 프로보노 Pro Bono

  프로보노는 “무료로 일하는” “공익을 지향하는” 것의 의미로 전문자원봉사활동의 맥락에서
는 매우 중요한 하위 유형에 해당한다, 프로보노는 특히 비영리조직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컨설팅 봉사를 제공해 주는 프로젝트로써 이해될 수 있으며, 프로보노 봉사는 조직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함한 모든 조직 경영에서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영리조직 내부 운영과 조직
의 역량 및 인프라구조를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Hands on Network 홈페이지, 
Common Impact, 2010). 
  간단히 정의하면 프로보노는 “비영리조직과 같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위해 비용을 
기대하지 않고 제공하는 전문적 봉사활동” 으로 비현금적 혹은 현물적 기여라 할 수 있다.
  프로보노 봉사활동은 기업 또는 직원이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기초적인 직무지식이 아닌 
그들의 공식적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핵심적 기술과 동일한 전문적 기술을 봉사활동 프로젝트
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자료:2009 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Points of Light 면담시 제공) :
   ⦁ 기업 인사팀이 비영리조직의 인적자원개발 체계 정비
   ⦁ 기업의 재무팀이 비영리조직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개발
   ⦁ 자산개발팀이 비영리조직의 보안 및 사무실 공간 설계 돕기
   ⦁ 홍보팀이 비영리조직의 연간보고서 개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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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전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개념은 일반적 자원봉사활동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며, 일손을 제공하는 봉사와 구분되는 비핵심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에서 부터 높은 수준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봉사자/기업/팀
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보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개념과 활동의 예를 통해 전문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고 분석될 수 있다: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프로젝트’ 에 기반하며, 
  ▶ 이는 비영리조직의 조직역량 자체에서부터 비영리조직의 사업/프로그램에 걸쳐 개발될 
수 있고,
  ▶ 기획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과 경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 자원봉사자/단체/기업/팀
을 맞춤 모집, 역할부여, 기획된 기간내 활동 수행 및 평가와 인정의 과정을 거침. 
  ▶ 전문 자원봉사활동은 ① 해당분야 전문직업 종사자로써 그 직업 기술을 활용하는 봉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② 해당분야 전문직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특정 봉사활동에 필요한 전문
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non-core skills activity)이 해당될 수 있다. 

이는 개념상으로는 노력의 제공, 일손의 제공과 같은 전통적 자원봉사활동과 다른 강조점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 과정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 선 모집 후(혹은 자원봉
사자가 찾아옴)  봉사자의 동기/욕구를 우선으로 하여 일감을 찾거나 배치하는 전통적 관리
과정 단계와 달리, 자원봉사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먼저 개발하고 준비한 후 이에 필요한 적
합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선별적으로 맞춤 모집하여 프로그램/프로젝트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는 전략적 관리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재능나눔의 개념

   2010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등장한 ‘재능나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한봉협 자체 자료를 비롯하여 한봉협 및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재능나눔 관련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용되는 용어는 물론 내용상의 의미에도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10년 본 사업이 시작된 첫해의 용어는 ‘캠페인’으로써의 ‘재능을 나눕시다’ 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은 봉사자와 수혜자의 요구(needs)를 고려하여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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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차원의 자원봉사운동으로 자신의 재능과 지식․기술로 나눔을 실천
하는 새로운 자원봉사운동(송민경 외, 2010. 한국자원봉사포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개념
정의는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의 정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능,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한 
맞춤형 새로운 자원봉사운동’이라는 캠페인으로써의 의미를 보다 더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당시는 반드시 ‘전문’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문 자원봉
사 특징을 가시적으로 들어내지는 않았다. 
  한편, 2011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재능 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원봉사를 기
부행위의 일환으로써 재능기부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하위개념으로써의 재능 기부는 시간과 
재능,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로 설명하고 있다(이성철 외, 2011.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
임). 이러한 개념상의 의미는 ‘재능 기부’를 ‘기부행위’의 하위 유형으로써 ‘자원봉사’로 접근
한 것으로, 결국 자원봉사 자체를 지칭하게 되어 이 역시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크
게 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최상명 외(서울특별시, 2012)의 연구에서는 ‘재능 기부’ 용어를 ‘전문자원봉
사’(professional volunteering) 와 동일한 용어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두 연구와 
의 차이는 전문 자원봉사로써의 재능기부를 전통적 자원봉사활동의 한 유형으로써 접근하였
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의 전문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봉사활동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재능에 기초한 자원봉사
⦁ 전문가의 직업 분류에 기초한 재능기부
⦁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기초한 재능기부
⦁ 봉사활동 영역에서의 선경험자의 경력에 기초한 재능기부
⦁ 전문단체, 직능단체 등에 의한 재능기부
⦁ 직업별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써 기업봉사 및 프로보노 봉사 

  이와 같이 ‘재능나눔’과 관련된 용어상 및 개념상의 혼재는 캠페인의 ‘슬로건’으로써 본 명
칭에 대한 한봉협의 ‘재능나눔’ 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봉협의 교육
자료(한봉협, 2010, 2013. 내부자료)에 따르면 ‘재능나눔’ 이란 ‘자신의 재능과 기술, 특기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로보노 
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흐름 속에서 사업으로써 ‘재능나눔’ 활동을 촉진 혹은 고도화하고자 
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개념이 의미하는 초점을 보다 더 분명하고 명
확히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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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vs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이는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변화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할 선도적인 방향을 잡아나가
는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 참
여가 더 필요하며 한봉협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가? 혹은 더 이상 자원봉사자 참여율 등 숫자
게임이 아닌 보다 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전략적 봉사활동을 선도해야 하는가? 
  한국적 자원봉사 현황에서 사실 이 두 가지의 과제 모두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할 문제라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적 위상에 부합하는 정도와, 한
봉협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의 개념을 강조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는 두 가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으로써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큰 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내에서 ‘재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즉 일반적 손길 도
움과 같은 시간제공을 포함하는지, 전문적 기술과 지식과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 현금성 기부를 포함? 전문적 봉사활동 시간의 가치 극대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skill based volunteering, pro bono 등 전문적 봉사활
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적 현금기부가 아니더라도 공급자 수혜
자 모두 매우 높은 가치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현금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재능나눔활동을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보는 현재의 개념이 ‘시간의 제공’과 ‘현금의 제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 봉사활동을 통한 현금성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본 사업 내용의 중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할 것이다.

참고. Points of light 기업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Q. skill based 봉사활동에 개념상 혹은 실제상 기부를 포함하는가? 
 A.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 Points of Lights 도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지만, 우리 기관의 skill based volunteering 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전문 자원봉사활동의 시간 가치
    ($)는 일반적인 도움의 손길에 대한 시간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위의 두 가지 큰 측면에서의 명확한 개념화는 ‘재능나눔’ 이라는 용어(단어)의 모호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비전과 가치, 사업의 목표와 사업 대상 및 내
용을 명확히 구체화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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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재능나눔을 전문적 자원봉사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
며, 이하 본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전문 자원봉사가 강조되게 된 배경, 전문 자원봉사의 가치
와 혜택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전문 자원봉사 등장의 배경
 
  1)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증가, X & Y 세대, 다문화사회 진전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특성 또한 변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동년배집단
(cohort) 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보편적인 자원봉사자 특성이 발견된다
(Maranta and Sladowski, 2010).  
 
    ▶ 전문적 배경을 가진 고학력 
    ▶ 경력, 가족, 사회생활이 매우 잘 짜여진 목표 지향성
    ▶ 거주지, 학교, 직장과 관련한 이사와 이동성
    ▶ 기계적인 기술과 사회 관계망에 편안하고 쉽게 참여
    ▶ 개인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욕구
    ▶ 많은 공동체와 연계된 다중의 이해관계와 정체성
    
   과거의 전통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열정과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자원봉사
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기술이나 훈련에 더 중점을 두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도 주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비영리조직 및 자원섹터의 성격 변화

     재원의 변화,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 외부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의한 
비영리 자원섹터 자체의 성격에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는,
    ▶ 장기적 안정적 재원의 출처는 사라지고, 단기적, 프로젝트/사업에 기반한 재원이
       보다 보편적이게 됨   
    ▶ 성과에 대한 강조, 성과 측정, 결과 지향적인 관리의 강조
    ▶ 위험관리와 책임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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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e book, twitter 등 SNS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이슈의 발견이 용이해짐
    ▶ 고용시장에서 비영리섹터 규모의 빠른 증가
    ▶ 비영리조직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의 높은 이직율과 리더십 확보의 어려움으로 비영리 

조직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 겪음

   3) 자원봉사의 전략적 관리 접근의 중요성

 ▶ 전문적 자원봉사자/자원 관리의 진화로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인적자원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증가
 ▶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재능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봉사활동 중단하는 경우 많으며, 

이는 기관장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재능에 대한 전략적 관리 및 관심의 부족이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됨.

   ※ 일반적 노력 봉사활동을 했던 자원봉사자 중 다음 해에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는 53%,
이에 비해 전문적인 활동 수행했던 봉사자는 74%가 지속 봉사(CNCS, Volunteer Supplement

to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5-2007)

 ▶ 오랜 기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숙련된 봉사자는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자 개발 
등 직원에 준하는 전문적 봉사활동이 가능해짐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프로보노 활동 증가

     1970년대 기업섹터의 공익성을 가져온 운동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등장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였
고, 특히 1980년대 법률회사들이 비영리섹터에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보노 프
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업, 회사, 전문직의 핵심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는 전문 자원봉사가 등
장하였다. 
  기업 직원의 자원봉사는 단순한 이타성만을 동기로 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직원들이 비영
리섹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리더십과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중요한 경영기술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의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보여주고자 한다. 
  기업 스스로도 일반적 자선활동 차원에서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과 직원, 비영리조직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동시적 목표를 지향
하며 보다 높은 성과 기반의 전략적 봉사활동, 전문봉사, 프로보노 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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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영리조직의 프로보노 전문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증가

  2012년 Capital One 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미국 전역에 걸친 비영리조직을 대상
으로 프로보노 등 전문 자원봉사에 대한 의향과 준비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1,34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75%는 기관에서 프로보노나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
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25%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전문 자원봉사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25%의 응답자 중에서 1/4은 프로보노나 전문 자원봉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47.1%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문 자원봉사에 접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관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8% 정도만이 프로보노 서비스가 필요 없거나 원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프로보노 서비스 혹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 중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곳은 
9%였으며, 중간 매개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17%, 직원 개인의 네트워크 활용이 20%, 기
관 임원들이 접촉하는 경우가 18%였다.
  또한 이들 비영리기관들에 기업의 프로보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중 실제 도움이 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봉사활동 시간이 도움이 된다가 39.1%, 대부분의 
활동시간이 도움이 된다. 39.1%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시
간 중 실제 절반 정도 이하만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나머지 14.2%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기관이나 봉사활동 대상 영역의 욕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 기관 직원의 시간 투입이 너무 많
이 요구됨, 봉사서비스 제공에 실망, 프로젝트 완료까지 너무 오래 걸려 등의 이유들을 불만
족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비영리기관이 전문 자원봉사이건 전통적 자원봉사이건 자원봉사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전체 66.7%가 기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프로보
노 서비스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경영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했다. 
  한편, 일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자원봉사 도움
을 원하는 것은 17% 정도였으며, 식사보조, 건물 색칠, 해안가 청소 등 전통적인 일손 제공 
형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는 1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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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자원봉사의 알려진 성과 

  전문 자원봉사활동의 시간 가치는 일반적 도움의 손길 제공에 대한 가치 보다 더 높은 현
금적 가치로 환산된다. 미국 기업사회공헌촉진위원회(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2009)에 따르면 기업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시간당 금전적 가치를 기술영
역과 봉사자의 직급 수준에 따라 차등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Ⅱ-2> 프로보노 활동 시간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

직원 기술 영역 직원급 중간간부급 임원급

① 마케팅, 광고홍보, 대중 관계 $80 $100 $150
② 회계, 재무적 서비스 $90 $135 $200
③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75 $100 $145
④ 전략 컨설팅, 조직설계, 인적자원, IT 서비스 $100 $150 $225
  위 서비스들의 대략적 평균 가치 $85 $120 $180
⑤ 법률, 의료 서비스 $200 $250 $320

 자료: 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2009)1), 
 
  한편, 비영리조직이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을 투
입 비용과 결과적 혜택으로 환산했을 때, 전통적인 전문적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투입되는 
직원의 비용(시간, 에너지 등)에 비해 실제 기관이 얻게 되는 혜택이 적은 반면,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혜택은 더 크게 됨으로써 자원봉사 가치 
차이(closing the volunteer value gap)를 좁힌다는 것이다(The Allen Consulting Group,2007).
  전문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서비스를 받는 비영리조직으로부터의 높은 성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자와 
기업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보고된 전문 자원봉사활동의 혜택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영리조직에 주는 혜택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비영리조직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기관의 사명과 목적에 관심을 가지도록 설득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자
원봉사자들을 충분한 의미와 생산성이 높은 방법에 끌어들여야 한다.

1) 2013.8.13. Points of Light 기업담당자 제공. Points of light 면담시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자원봉사활
동 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25, 전문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시간당 $150-400 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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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조직은 전문자원봉사를 통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의 개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직
원 훈련과 같은 프로젝트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이 대기업 임원이나 회장을 고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기관의 자원봉사자로써 연
결함으로써 비영리조직 운영에 혁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CNCS & Hands on 
Network, 2010).
  전문 자원봉사활동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Benefits and Challenges of 
Initiating a Skill-based Volunteer Strategy, Marata and Sladowski, 2010).

 ⦁ 비영리조직의 역량 증진 - 기관의 유급직원은 기관 사명과 연결된 핵심 서비스제공과 
    의무적인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으며, 단편적이거나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봉사자는 
    특정한 욕구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 수행
 ⦁ 전문화된 기술의 제공 - 기존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던 매우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제공
 ⦁ 장기적 역량 강화 - 이러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 혹은 숙련을 기관 

직원들의 수준에 맞게 기관에 전수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
 ⦁ 자원봉사자의 확보 증가 - 이들 자원봉사자 중 지속적으로 기관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강력한 자원봉사자 토대를 이끌 것이며 가치 있는 경험을 가져올 것임.
 ⦁ 가시성 향상 -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기관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을 지역사회 

내 다른 네트워크들과 공유함으로써 봉사활동 이상의 홍보적 역할 가능함. 몇몇 안되는 
조직들만 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의 마케팅이 될 수 있음.  

 ⦁ 비영리조직 사명의 전달 -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기관의 사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의 증진 - 기존의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전문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관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장시킬 수 있음.

  반면,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자원봉사자와 해당 프로젝트 혹은 맡은 봉사역할, 기관의 기대들이 서로 잘 맞지 않았
을 경우 프로젝트의 포기나 기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투입했던 기관
의 손실, 대중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 모집과 유지,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등에 더 많은 기관의 자원이 요구되며, 
  셋째, 특히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필요가 증가
하고, 직원에게 보다 많은 헌신과 에너지 및 시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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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단기,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기관에서 오래 동안 봉사해온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통합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기업에 주는 혜택

  Korngold(2005)는 기업이 비영리조직에게 관여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로 6개의 요인을 제
시하였는데; 직원의 리더십 개발, 팀워크 형성 촉진, 다양성에 대한 존중 증진,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공동체 의식 고취, 가시성과 선의(good will)의 형성, 경제발전 증진이며, 이는 기업
이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결국 얻게 되는 혜택과 관련이 있다. 
  이에 덧붙여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우수한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CNCS & Hands on Network, 2010; The Allen Consulting Group,2007). 
또한 전문 봉사활동을 통해 회사와는 다른 환경 및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영리조직이 
놓인 제한된 자원과 한계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을 자극시킬 수 있다.
  우수한 기업의 시민성이 성공적인 경영과 프로보노 및 전문 자원봉사의 핵심 요소로써 인
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평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도 하다. 

 3)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전문적 기술이나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자 하는 개인들에게도 열려있다. 젊은 층이나 다른 분야로의 직업 이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는 네트워크와 새로운 재능의 개발, 비영리조직 직원과의 관계 형성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 업무환경으로부터의 새로운 환기와 창의적 변화를 
제공하고,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를 통해 의사결정 기술,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적 기술 등
을 향상시키게 되어 직장 내에서도 경력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적 기술, 지식, 재능, 숙련된 경험 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이 비영리조직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선택한 후 그 기관의 사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봉사활동이 시작되기 전 개인의 기대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목적을 설정한다. 
  자원봉사자 개인은 혼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유사한 전문인, 혹은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운영하는 전문 재능기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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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 사업의 진단

  1. 재능나눔 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분석
  
 1) 사업배경과 그간의 과정

    (1) 사업추진 배경과 비전

     2010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주관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재능나눔 사업은 ‘재능을 나눕
시다’ 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단순한 홍보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캠페인의 성격이 아
닌 실질적 사업체계와 사업내용 및 성과를 지향한 전국적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할 수 있다. 
한봉협의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대체한 보다 친근한 
슬로건을 내세워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 배경

   자원봉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인구 중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평균 20%라고 한다. 

이렇게 참여하는 인구수가 적은 이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현재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조금은 어렵게 여기고 자신에게 무언가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재능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활동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조그마한 재능이나 지식,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자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2. ‘재능을 나눔시다’ 캠페인 내부자료.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명시적인 재능나눔 사업의 ‘비전’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여러 자료에 걸쳐 제시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본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이 지향하
고자 한 비전은 ‘사회통합을 위해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자’ 는 것으로 이해
된다(한봉협, 2012. 내부자료).
  
   (2) 사업의 목적과 전략 -  시기별 특징과 변화 내용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재능나눔 사업은 사업 추진의 형태에 따라 크게 2개의 시기로 구
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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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010-2011 2기: 2012-2013
⦁언론사 등 주요 파트너 단체와의 공동
  협력 역할 분담
⦁거점 협력단체 선정, 지역사회 단위 네트
  워크 형성 및 재능나눔 연계 추진
⦁지역사회 재능나눔 활동단체 발굴 지원
 * 2011.전문자원봉사 활성화사업(SK 지정기탁)

⦁공모지원사업 통한 단체 지원
⦁전문지원단 운영 통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성과관리체계 마련
⦁사업 주관단체 통한 사업실행
  (*은퇴자 재능나눔-한국자원봉사문화)

  첫 번째 시기인 2010-2011년은 직접사업 추진 시기; 한봉협의 재능나눔 전담 조직(봉사와 
나눔 운동본부)을 추진주체로, 5개 분야별 프로젝트 중심의, 재능나눔 봉사자, 단체 등의 모
집과 재능나눔 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모집 및 연계.  
  두 번째 시기인 2012년-2013년 현재까지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수행단체 공모 및 지원을 
통한 간접사업 추진 시기;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기획단 조직을 추진주체로, 5개 분야별 프
로젝트의 프로그램 수행단체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지원 및 컨설팅.  
  두 시기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도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표 Ⅱ-3> 재능나눔 사업의 목적 
1기: 2010-2011 2기: 2012-2013

⦁남녀노소,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재능 자원봉사로 연결
⦁재능나눔 봉사자의 조직화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봉사활동 생성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2010)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확대(2010)

⦁재능나눔 활동 확산 및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계기 마련
⦁공모단체간 프로그램 공유 및 재능나눔 
  활동 질적 성장 도모
⦁전문화된 재능나눔 활동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량강화 시스템 정립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또한 공식적이며 명시적으로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전략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
으나, 한봉협 내부 자료상에 제시된 추진 방법상의 방향 등을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추
진 전략상의 내용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Ⅱ-4> 재능나눔 사업 주요 추진 전략 

  위의 사업 목적과 주요 추진전략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사업 초기 재능나눔 
자원 발굴을 통한 전국적인 자원봉사 참여확대에 대한 우선 관심에서 점차 전문 자원봉사 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업 규모와 범위는 축소된 반면, 
사업의 초점은 구체화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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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체계와 방법

 (1) 추진주체 및 후원기관, 협력기관

     본 사업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사업 주관 및 실행 주체로 하고 있으나, 한봉협 내 전
담 조직, 후원기관, 사업 참여 기관 등에 있어서는 사업 년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Ⅱ-5> 재능나눔 사업 추진주체, 후원 및 협력기관

 

구 분 2010 2011
주최 한봉협⦁조선일보⦁공동모금회 한봉협⦁조선일보
주관 봉사와나눔 운동본부(한봉협) 재능나눔운동본부(한봉협)

후원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SK텔레콤 행정안전부⦁SK 텔레콤

협력기관 216개 단체 -

 

구 분 2012 2013

주최 재능나눔사업 기획단(한봉협) 재능나눔사업 기획단(한봉협)
* 은퇴자 재능나눔-한국자원봉사문화

자문 - 전문가 지원단 
후원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협력기관 공모사업 10개 단체 컨설팅 사업 7개 단체

  (2) 실행체계 및 역할

 2010년도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 사업에 참여한 3개의 공동주최 기관은 ‘기획 및 재능
나눔 발굴 연계’, ‘모금 지원’, ‘언론 홍보’를 각 주최 기관의 핵심 역할로 하여 실행하였다. 
이 실행체계는 2011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봉협과 조선일보의 공동 역할 분담으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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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제1기 재능나눔 사업 공동주최 기관의 역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선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캠페인 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
◦ 전반적인 기사자료 제공
◦ 봉사자 ․ 봉사처 접수→심의 / 
   협력기관 연계 또는 직접 연계
◦ 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기획
◦ 인정보상 / 활동지원
◦ 회원단체 및 협력기관 등에 프로

그램 정보제공

◦ 캠페인 보도 - 자원
봉사자 접수, 자원봉
사 요청 사례 접수 
등 안내

◦ 자원봉사 활동 기사
화를 통한 범국민 홍
보 

◦ 모금활동 지원
◦ 캠페인 기사자료 지원

(*2010년에만 해당)

또한 캠페인의 협력단체로는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및 복지관, 사회복지시
설, 자원봉사단체, 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자 
발굴 및 수혜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협력단체 및 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7> 협력단체 및 기관 역할

광역 및 기초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및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 캠페인 신청자· 봉

사처 직접연결
◦ 연계·봉사활동사례  

운동본부에 제공
◦ 캠페인 관련 이벤

트 개최
◦ 홍보 사례 및 봉사

자 발굴
◦ 자원봉사자 관리

◦ 캠페인 신청자· 봉사처 
직접연결

◦ 연계·봉사활동사례 운
동본부에 제공

◦ 캠페인 관련 이벤트 개최
◦ 홍보 사례 및 봉사자 

발굴
◦ 자원봉사자 관리
◦ 기부받기 신청자(개인)

관리 

◦ 재능나눔 봉사활동 참여
(자체 프로그램 활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 홍보사례, 봉사자 발굴
◦ 재능나눔 봉사자 연계
◦ 자원봉사자 관리

◦재능나눔 봉사활동참여
◦캠페인 이벤트 공동 

개발 및 진행
◦홍보사례, 봉사자 발굴
◦ 캠페인 후원

  

출처: 송민경 외. 2010. 지속가능한 재능나눔운동의 발전모형 연구. 한국자원봉사포럼. p.22

3) 재능나눔 사업 하위 프로젝트 추진내용 및 방법

  2010년과 2011년 재능나눔 캠페인 사업은 5개 하위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당 
재능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 단체, 기관, 팀 등과 이러한 재능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동시에 신청 받아 이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었다. 재능나눔 신청모집을 위한 홍보와 활동 후 
사례에 대한 홍보 등 홍보방식이 주된 캠페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재능나눔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한봉협의 주된 역할은 전체적
인 사업기획과 홍보, 재능나눔 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계, 주요 재능나눔 단체, 기관 등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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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체결, 개인 홍보대사 위촉 등이라 할 수 있다. 재능나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재능봉사자
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수요처 역시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러한 재능나눔 사업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전국적 규모의 불
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5개 프로젝트 분야별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을 추진하
고자 하는 ‘단체’ 의 공모를 통한 선정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2012년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이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사업과 새로운 
사업으로 기업 은퇴자 대상 재능나눔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여기서, 한봉협의 역할은 
예산지원 및 컨설팅 교육, 사업 위임과 사후관리 기능으로 변화되었다 할 수 있다.
  5개 하위 프로젝트 분야별 활동을 보면, 당초 재능나눔 캠페인을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특
정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재능나눔 자원과 수요처를 발굴 연계한 것으로 보았을 경우, 단
순한 일손 도움에서 직업기술 및 전문기술에 이르는 모든 자원봉사의 스펙트럼에 높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변화된 사업전략으로써 ‘전문 자원봉사’의 시각으로 볼 경우 
경우 ‘아름다운 마음’을 주요 재능(?)으로 한 ‘마더 테레사’ 프로젝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 
자원봉사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Ⅱ-8> 재능나눔 사업 단위 프로젝트 내용 및 사업 대상

프로젝트명 주요 재능 활동영역/활동내용
참가대상 (지원단체)
1기 2기

오드리 햅번 문화,예술 ⦁예술,문화,환경 / 
⦁공연, 관람기회,사진 영상촬영 ⦁봉사자:재능

과 지식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구나(개인,단
체 , 회 사 , 기 관 
등)
⦁수요처; 해
당분야 봉사서
비스 필요한 
곳

⦁2012:해당
분야 재능나
눔 활동 프로
그램 시행 10
개 단체

⦁2013;2012 
공모 선정 단
체 중 7개 단
체(컨설팅)

슈바이처 의료기술 ⦁의료
⦁의료활동 및 보조, 대체의학

마더 테레사 아름다운
마음

⦁사회복지시설
⦁시설봉사, 물품 및 후원

키다리아저씨 교육,상담
⦁결연, 멘토, 상담, 교육
⦁1:!결연, 장학금, 교육기회, 
  심리상담 등

헤라클레스 직업 기술
⦁해당 기술,기능 필요 분야
⦁제과제빵,집수리,도배,미용,
  종이접기, 운전 및 배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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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능나눔 사업 및 예산

 한봉협의 기본적 재원구조가 안전행정부 등 정부의 보조금 사업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때 그때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의 지정기탁 기부금을 이끌어 내어 추진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 재능나눔 캠페인에 국민들의 기부를 재능으로 하는 참여를 이끌어 내려
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모금 전문
기관이 아닌 한 이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매년 재능나눔 사업비 수입은 2억원 내외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초
기의 재원은 비교적 다양했으나, 2012년부터는 정부의 재원 만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표 Ⅱ-9> 2010-2013 재능나눔 사업 예산규모 및 주요 재원

구분 하위 사업명 예산 규모 주요 재원 비고

2010
•5개 재능나눔 프로젝트 진행
•홍보 캠페인(기업,단체,개인)
•홍보대사,협력기관MOU 등

⦁기업후원
  (공동모금회)
⦁행안부 지원

2011
•전문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연계사업
 -중소기업, 한국생산성본부, 예술의
전당, 한국철도공사

• 95,000천원
• 118,395천원

⦁기업(SK지정기탁) 
⦁행안부

전문자원봉사활성화
16개단체 지원

2012 •홍보 및 지원단체 컨설팅
•공모사업

200,000천원
(158,828천원
집행) 안전행정부

10개단체 사업비
지원

2013 •기업 은퇴자 대상 앙코르  스쿨
•재능나눔활동 역량강화 컨설팅

43,150천원
54,000천원

위 10개 단체 중 
7개단체

5) 재능나눔 사업의 주요 성과

  
  2010년도 초기 재능나눔 캠페인 사업을 통한 민간기업(한국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코레일 등), 개인(이상봉, 엄홍길,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 등)에 이르기까
지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능나눔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 자원
을 대규모로 이끌어 내었다는데 무엇보다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제한된 기간 
내 집중적인 캠페인 사업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파트너로써 참여한 2011년도까지 캠페인으로써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소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캠페인 사업으로써가 아닌, 한봉협의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캠페인 명
칭과 5개 프로젝트 분야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상의 상당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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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이에 양적 성과 측면에서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결과로 보이며 질적 성과의 
측면에서도 내용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에 대한 계획이 2013년부터 세부 재능나눔 프로젝트(기업 은퇴자, 역
량강화 컨설팅)별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단위사업 업무별로 진행되어, 전체적인 한
봉협의 사업으로써 재능나눔 사업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기대성과를 확인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Ⅱ-10> 2010-2012 재능나눔 사업 주요 성과

구분 양적 성과 질적 성과

2010

⦁재능나눔 신청;4,003건 41,752명
⦁프로젝트 신청;11,319건,42,465명
⦁기부받기 신청;3,672건 30,533명
⦁협력단체 신청;216 단체
⦁재능나눔연계 ; 4,848 건
⦁지자체 및 기관 업무협약 ; 16건
⦁조선일보 기사화; 108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홍보성 캠페인 넘어 실질적 재능나눔 
  자원발굴과 수요처 연결
⦁하위 프로젝트 중심 전국적 규모의 
  전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기여

2011

⦁전문자원봉사활성화 사업:16곳 
   45,000 천원 지원
⦁재능나눔 워크샵 60명
⦁재능나눔 캠페인 8건
⦁특수상황지역 재능나눔 

⦁전문자원봉사활동 관심 촉진
⦁특수 지역 (도서산간,DMZ, 수해복구 지역 등)
  으로의 사업 영역 활대

2012

⦁재능나눔프로그램 지원사업; 
  5개 영역 41단체 지원신청 및
  10개 단체 선정하여 예산 지원
⦁10개 단체 참여봉사자 227명, 
  수혜자 831명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동아리) 등 
  풀뿌리 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참여의 장 마련
⦁다양한 영역의 재능나눔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봉사자,단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기반

  

2. 재능나눔 사업 추진 한봉협 내부 SWOC 분석
 
    재능나눔 사업의 고도화 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년간 담당해온 실무직원의 분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전 
조사로써 한봉협의 사업 담당 실무자 3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 내외부의 강점
과 약점 및 외부 환경으로 부터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분석케 하고 강점의 유지/강화, 약
점의 최소화/극복, 외부 기회의 활용 및 외부 제약의 최소화 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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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능나눔 사업 추진 관련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기획, 관리, 운영 등)함에 있어서 사업담당 인력, 재원 및 조직체계
(2010년의 경우 ‘재능나눔운동본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예산, 사업구성, 협력단체 구성 
등 한봉협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실무직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 조직 내부의 강점으로는,
      ⦁ 적은 인력이나 재능나눔 하위 프로젝트 사업별로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 ‘한봉협’이라는 단체 협의체 위상 덕분에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력기관과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이러한 내부적 강점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업무분장 및 업무부담 조정, 
담당자 간 협력적 분위기 유지, 자원봉사계 외 타 단체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 접촉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표 Ⅱ-11> 재능나눔 사업 추진관련 조직 내부의 강점 및 유지 방안 의견

내부적 강점 상세 설명 강점의 유지/강화 방안

재능나눔 사업관리 재능나눔 사업을 운영하는데 담당자별로 
세부사업을 맡아 진행하여, 관리가 수월

재능나눔 사업 협력
기관 및 전문가 확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협의체로서 재능나
눔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
관과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용이

자원봉사계 외에 타 분야 전문
가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인적
자원 확보 추진

    
   ○ 조직 내부의 약점으로는,
      ⦁ 한봉협 전체 인력의 부족
         재능나눔 사업 담당 인력이 본 사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봉협의 다른 사업 

및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 혹은 지원해야 함으로 업무부담의 가중 및 재능나눔 업
무 지속과 업무 집중에 차질

      ⦁ 사업담당인력 간 소통의 부족
         담당자별 분화된 업무 분장에 비해 담당인력 간의 소통의 부족으로 전체 사업방향

에 대한 공유 어려움
      ⦁ 재능나눔 사업의 장기적 비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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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별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봉협의 금년도 사업방향 및 
전체적인 재능나눔 사업의 비전과 어떠한 연계성 있는지 알 수 없음.

 
     ▶ 위와 같은 약점을 최소화 내지 극복하기 위해서,
       ⦁ 한봉협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하며, 
       ⦁ 재능나눔 사업의 향후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 한편, 
       ⦁ 각 세부 프로젝트 사업이 하나의 비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별 및 담당자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Ⅱ-12> 재능나눔 사업 관련 내부적 약점 및 최소화 방안 의견

내부적 약점 상세 설명 약점의 최소화/극복방안

한봉협 인력의 
부족

전국사업 및 국제사업등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
는데 있어, 인력이 부족하여 한사람이 여러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함. 이로 인해 담당자가 과
다업무로 인한 소진이 발생. 행사 전후로 재능
나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인원 충원 필요함.

인건비 지원 및 인력 
충원

재능나눔 사업
구성 모호성

재능나눔 사업 전반 기획에 있어서 올해 사업
방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재능나눔 사업의 향후 
비전 제시 필요.
각 사업별 필요성 연구.

소통의 부재 각 사업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 사업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사업별로 큰 틀에서 같
이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2) 재능나눔 사업 외부환경에서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 재능나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 일반 국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분위기에서 ‘재능나눔’이라는 용어가 
       ‘자원봉사’라는 용어에 비해 더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인지도가 높으며,
    ⦁ 자원봉사 대표기구로서 위상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참여단체 모집이 효과적임

   ▶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재능나눔 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사업의 다양화
     - 다양한 회원단체 참여 및 협력단체 구성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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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에서
의 제약요인 상세 설명 제약 극복방안

재정의 어려움
예산부족

안행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사업은 운영이 되
지만, 실질적인 경상비 지원이 없기에 재정
의 어려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음.

회원단체 가입 유치
재능나눔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처
리. 각 사업별 기업,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

재능나눔 유사
사업 증가

재능나눔이라는 제목을 단 여러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봉협 고유 사업이
라는 인식이 희미해짐 

재능나눔 다음의 아젠다 제시를 위한 
연구 실시

재능나눔에 
대한 오해 발생

공공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 단순인건비 절
감을 위해 재능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여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례 

자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사 담당자
를 대상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기존 자원봉사 정부에서 노인 돌봄과 같이 자원봉사의 영역이 자원봉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

<표 Ⅱ-13> 재능나눔 사업 추진 외부환경에서의 기회 요인 및 활용방안

 외부환경 기회 요인 상세 설명 기회 활용 방안

재능나눔의 인지도 재능나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협력단체 구성 및 홍보활동에 도움

재능나눔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자원봉사라는 단어에 비해, 재능나
눔이라는 단어에 긍정적으로 평가,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재능나눔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
적 인식

일반 국민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참여를 위한 설득에 들이는 시간과 노
력을 수요처 개발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음

  ○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 수행을 제약하는 외부 요인으로는, 
    ⦁ 외부로 부터의 재정 재원 한계로 인한 사업예산 부족 및 인건비 등 경상비 사용 제한 

등의 국조보조금 사용 한계
    ⦁ 한봉협 이외의 다른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재능나눔 유사사업 증가로 한봉협 고유 

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
    ⦁ 재능나눔활동이 기관의 인건비 감축을 위한 활동이라는 오해
    ⦁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전통적 자원봉사 영역이 축소되는 환경
    ⦁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활동 우선으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 제약되는 환경 

  ▶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의 제약요인을 최소화 내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 회원단체 증가를 통한 회비수입 확대 및 사업별 기업, 민간단체 통한 사업비 확보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원봉사의 경제적 성과 강조하는 교육
    - 타 단체 사업과 차별되는 한봉협의 향후 재능나눔사업 아젠다 연구 실시

<표 Ⅱ-14> 재능나눔 사업 추진 관련 외부환경 제약 요인 및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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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에서
의 제약요인 상세 설명 제약 극복방안

영역 침범
었던 분야들을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영
역으로 포함시켜, 값싼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하고 있음 

가면서, 사회 서비스와 구분되는 자
원봉사의 장점(자발성 등)을 더욱 강
조할 것 

경기 침체에 따
른 소득 감소

젋은 세대는 취업난과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은  임금 때문에,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 활동으
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원봉사에 참
여하기 어려워 짐   

경제 활동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여유와 
자발성 등 자원봉사 만의 장점과 자원
봉사 활동이 결국 경험 축적 및 새로운 
인맥 형성 등 개인의 경제활동에도 기
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3)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유지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에 대한 의견

  위의 강점, 약점, 기회,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본 재능나눔 사업을 존속, 유지,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 성공
요인을 구현하기 위해 한봉협의 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끌어
내었다. 
  우선 재능나눔의 내부적 외부적 차원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사
업을 소개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 재능나눔 사업과 관련
된 자료를 보유하고 공유하면서 캠페인을 선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Ⅱ-15> 재능나눔 사업 유지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

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공요인의 견지에서 
사업이 잘 기능하는 이유

핵심성공요인 끌어낼 수 있는 
역량/자원

재능나눔의 방향성 
제시 (내, 외부)

내부적으로는 재능나눔에 대한 향
후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 외부적으로 재
능나눔을 소개해야 함.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게진
외부: 재능나눔이라는 용어가 누구
에게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정부 지원 법정단체라는 명분과 사업 진행 능
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 

법정단체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체계 수립 

재능나눔에 대한 
높은 관심

여전히 재능나눔에 참여하고자 문
의할 정도로 관심은 높은 편 

재능나눔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적절한 수요처를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재능나눔 캠페인 
선도

가장 먼저 재능나눔을 시작하고, 
가장 많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  

재능나눔 사업 관련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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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능나눔 사업 관련 외부 관계자 조사결과 분석
  
1) 조사개요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봉협 회원단체 및 한봉협이 추천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140개 기관 또는 개인이며, 이메일을 활용하여 2013년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회신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 설문지는 총 11 개 이며, 극히 낮은 회수율에 비해 조사 내용의 질적
인 성격을 고려하여 양적인 해석 보다는 질적인 해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 재능나눔의 개념 인식

 
    (1) 재능나눔에서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

      지난 4년 동안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의 홍보와 실질적 캠페인 사업을 통해 재능나눔
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재능나눔’이라는 용어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봉협의 ‘재능나눔’ 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으며, 향후 본 사
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과 관련된 이미지로, ‘전문기술’, ‘전
문지식’, ‘숙련경험’, ‘프로보노’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한편 노블레스 오블리주, 캠페인 퇴
직자 등도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재능나눔은 곧 자원봉사와 동일한 것(재능나눔=자원봉사)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많았으며, 의미가 모호하다는 이미지도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재능나눔의 모호성 및 일반 자원봉사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이미지와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동시에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 개념 인식은 매우 혼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분석결과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 숙련된 경
험에 초점을 맞춘 외국의 기술기반 자원봉사(skill based volunteering)의 개념상 특성과 유
사한 이미지를 많이 연상시키고 있어,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며 
특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과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2) 전통적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동의 차별적 특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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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에 기반 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자원봉사 
범위 내에서 특별히 ‘전문성’ 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원봉사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다양화,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 향상 등이 매우 발전하면
서 어쩌면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동 간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7개 특성에 비추어 전통적 의미의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재능나눔 활동
에서 보다 강조되는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되
고 있으며, 다만 재능나눔 봉사에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를 맞춤 모집’ 
하며, ‘기업, 전문단체, 직능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봉사활동’으로써의 특
징을 더 강조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재능나눔 활동은 일반 자원봉사에 비해 ‘기관의 전략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관
리’가 강조되고 ‘봉사활동의 결과적 성과를 보다 지향하는 활동’으로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는 인식이 보다 높았다.

<표 Ⅱ-16>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동의 특성 인식 (응답자 11명)

특 성
평균 점수

(1.일반봉사 3.동일 5.재능나눔)

⦁문제해결 중심의 봉사활동 목적 강조 3.1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 맞춤 모집 4.1

⦁봉사자의 자발적 동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감 배치 3.1

⦁정해진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 내의 체계적 활동 강조 3.3

⦁기관의 전략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활동 관리 3.7

⦁봉사활동의 결과적 성과를 보다 지향 3.7

⦁기업, 전문단체 등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봉사 중심 4

   (3) 봉사활동 성격 및 봉사자 유형에 기초한 재능나눔 활동의 범주 인식

   재능나눔 봉사활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를 ‘봉
사자 자체의 전문성 유형’과 제공하는 ‘봉사서비스 성격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2×2의 표를 
제시한 후 재능나눔 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 
봉사자가 전문기능의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 표시한 응답
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전문적 기능이 필요한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도 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문 기술기반 봉사활동
의 스펙트럼에서 보여주는 범주에도 포함될 뿐 아니라, 미국 Points of Lights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확인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봉사자가 단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봉사활동 역시 재능나눔 봉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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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인식하는 응답도 높아서, 이는 앞서 재능나눔은 곧 자원봉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연상
하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가지 범주 모두를 재능나눔 활동의 범주로 표기한 
응답자(2명)의 경우는 재능나눔 용어가 모호하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보인다.

    <표 Ⅱ-17> 봉사자 및 봉사서비스 내용에 기초한 재능나눔 활동 범주 인식
자원봉사자 자체의 유형

일반 봉사자 전문직 봉사자

봉사서비스의 성격
단순노역의 제공 5명 2명

전문기능의 제공 5명 10명

3) 재능나눔 사업의 바람직한 성과에 대한 기대 인식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매우 혼합적인 개념 인식에도 전반적인 인식의 방향은 봉사활동
의 전문성과 이러한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봉사자의 전문성(기술, 기능, 지식, 
숙련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성과에 대한 인식에서도 
반영되는데, ‘전문적 지식/기술/경력을 가진 잠재적 봉사자의 발굴 및 참여촉진’(7건) ‘숙련된 
직업적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6건)을 바람직한 성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비영리기
관의 조직역량 강화(3건)와 특정한 사회문제 및 미충족 욕구 해결에 기여할 것(3명)이라는 기
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전략적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2건)하거나 기업 
사회공헌을 확산(1건), 또는 사회적 성과중심의 자원봉사 촉진(0건)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았
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나눔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과 그러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한봉협의 계속 사업으로써 추진하되 한봉협 조직 내
부의 조직구조 및 인력, 사업역량 등의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6명)
이 지배적이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타 조직 기관과의 협력추진 또는 역할 분담 체계
를 개선할 필요성(3명)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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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재능나눔 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타 단체들의 사업명과
의 중복성 및 대중화된 이미지 등으로 한봉협 만의 특성화된 명칭 브랜드가 약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보노 혹은 ‘기술 기반 자원봉사’ 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의 필요성도 기타 의
견으로 제시되었다. 
  이외, 2010년 당초 본 재능나눔 사업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에 이은 새로운 캠페이으로
써 5개년 추진을 계획으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재능나눔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5개년
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캠페인 브랜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한봉협에서 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극히 소수로 제시되었는데, 근본적
으로 한봉협의 본래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봉협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1명)이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직접 사업 형태가 아닌, 타 단체들
의 유사사업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한봉협은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1명)
도 제시되었다. 

 5) 성공적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위한 개선 또는 보완 내용

   
   재능나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사업기획, 홍보 
및 캠페인,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능나눔 봉사활동 관리전략 교육, 단체/수요처 
컨설팅, 기업 등 봉사부서의 봉사 알선, 재능봉사자 매뉴얼 개발 보급, 재능나눔 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연계,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 직접 운영, 재능나눔 공모사업 수행 및 지원, 회원단
체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원 통한 참여 확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과 역할분담 통한 참여 
확산 이라는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동의 정도(5점)를 나타낸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기획과 홍보 및 캠페인이었으며, 
  둘째, 회원단체의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원,
  셋째,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과 역할분담, 
  셋째, 재능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연계 영역 등의 순이었다. 

 한편,  위에서 제시된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 중 한봉협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가장 높은 동의 기준)에 있어서는, 
  첫째, 사업기획과 홍보 및 캠페인 영역에서 한봉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
시되었으며, 
  둘째, 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회원단체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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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재능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연계,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 직접운영, 기업 등 봉사부
서 알선과 관련해서는 한봉협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능나눔 사업 추진에 있어 한봉협과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및 역할분담에 있어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높은 동의정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봉협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해야한다는 의견과(5점 제시 5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는 의견(1점 제시 4건) 이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간 양 기관의 공감
대와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초기부터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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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관리전략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나눔 사업은 주체기관인 한봉협을 비롯하여 재능나눔 자원으로
써의 기업, 전문 기술과 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가진 개인과 단체, 그룹 등의 공급파트와 재
능나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수요파트,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이를 
발굴하고 컨설팅하며 재능나눔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촉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등의 매
개조직이 실제 실행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봉협이 한국의 재능나눔 사업을 촉진하는 선도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의 준비단계, 기획과 실행단계, 평가 단계 등을 하나씩 점검하며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한봉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 과제도 이러한 재능나눔 사업의 
관리과정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체계(기업, 직능단체, 전문그룹, 전문직, 퇴직자 
등)와 수요체계 역시 본 사업의 전반적 관리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은 한봉협의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문 자원봉사활동 관리과정은 일반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또는 활동 관리과정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 자원봉사활동이 비영리조직의 욕구 및 문제해결 지향의 성
과를 중심으로 ‘전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원
봉사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프로보노를 비롯한 skill based volunteering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Points of Light, Taproot, Common Impact, Capital one 4개 단체가 함께 연합하여 마련
한 비영리조직을 위한 “Readiness Roadmap"(www.readinessroadmap.org) 에서 제시한 
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비교적 상세한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은 향후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전문 자원봉사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춘 재능나눔 사업 
추진에 회원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및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을 참여시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봉협 자체가 본 사업의 주체로서 왜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가 무엇인지?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틀로써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로써 크게 7개 단계로 구성한다 : 
1) 조직차원의 준비사항 점검, 2) 욕구와 문제의 규명, 3) 프로젝트 준비, 4) 자원의 개발,
5) 계획과 실행, 6) 평가, 7) 인정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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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조직의 조직적 준비사항
  
  ▶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기관이 조직의 사명과 사업의 목적을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와 연결된 전문 봉사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기
관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전문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관의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담당 인력과 구조, 공간 등의 인프라와 알맞은 
계획의 수립, 직원의 시간 투자 등 많은 조직적 투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서 필
요한 욕구와 제공되는 봉사서비스의 잘못된 매칭, 지나치게 많은 자원봉사 관리시간 요구, 낮
은 성과 등의 문제의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전문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기관에서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숙련된 기술을 우리 기관의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비의 단계에서 기관은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한 
헌신’, ‘직원들의 전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확실한 시간의 투입’, ‘기관 및 직원-전문 자원
봉사자 간 관계 강화에 초점’ 등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관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명확히 한 후 기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거나 혹은 전문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기관의 비전, 사명, 전략과 기관의 목적은 무엇인가?
⦁ 기관이 놓여 진 시장과 그 안에서의 조직적 위상은 무엇인가? 
    또 여기에서의 기관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기관의 재정적 건전성은 어떠한가?
⦁ 전문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관리, 직원, 임원들의 준비상태는 어떠한가?
⦁ 기관은 적절한 자원봉사 관리를 하는가? 
⦁ 이전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얻은 조직적 성과와 결과는 무엇인가?
⦁ 외부 자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시간 등 기관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재능나눔 사업이 한봉협의 사명 및 중장기 전략기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최근까지 추진한 재능나눔 사업으로부터 얻은 성과와 결과는 무엇인가?

⦁최근까지 추진한 재능나눔 사업으로부터 도출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준비상태 ; 조직 구조 개선, 헌신할 인력, 감독 기관 및

임원진의 지지, 외부 자원개발 능력 등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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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기관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준비정도 점검표 (예)

  기관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준비정도 점검표

본 체크리스트는 Common Impact와 Capital One에서 다양한 비영리조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들 기관이 전문 자원봉사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
이다. 기관의 다양한 직원들에게 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게 하고 직원역할과 직급 등을 함께 고려하
게 한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부분이 ‘예’ 라고 답할 수 있으면 그 기관은 전문 재능나눔 프로젝트
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이다.

조직적 준비사항

1. 우리기관의 서비스 모델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해 보았는가?
   □ 예                 □ 아니오

2. 우리 기관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조직차원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기관의 비전과 사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한가?
   □ 예                 □ 아니오

4. 모든 직원들과 기관 임원들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은 내용
   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5. 향후 몇 년 동안의 조직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향후 조직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명확한가? 
    □ 예                 □ 아니오

7. 과거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기관에 활동했을 때,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경험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원봉사자 만족도를 모니터했는가?       □ 예                 □ 아니오

8.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개선시키기 위한 평가의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행했는가?
     □ 예                 □ 아니오

9. 전문 재능봉사자가 기관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10.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면, 전문 재능봉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11. 우리 기관은 외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과 자금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12. 우리는 전문 재능봉사자가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조직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 예                 □ 아니오 

14. 이러한 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조직으로 하여금 기관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가?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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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프로젝트 준비사항

1. 예전에 본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능력에 영향을 
   미쳤던 걸림돌이 무엇인지 제시해 본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우리가 재능봉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재능봉사자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4.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떤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5. 우리는 전문 재능봉사자들이 참여하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6. 우리가 동의한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7.  각자가 이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투입하기를 원하고 또 어느 정도 투입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8. 프로젝트가 수행된 이후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9. 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10. 이 프로젝트에 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개인들은 지금 즉시 관여 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11. 이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이 관리자는 조직적 지식과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자료: www.commonimpact.org. "Skilled-Volunteering 101: Is your organization ready to engage?".  
      2010. Common Impact and Capit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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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구와 문제의 확인

 ▶ 이 단계는 기관이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조직의 욕구를 규명하
는 단계이다. 이는 기관 뿐 아니라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 기업, 팀 등에
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실행과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단지 봉사자의 의뢰에 따른 대응으로써 전문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행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규명
하면서, 이 가운데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전문 자원봉
사 프로그램이 잘 맞을 수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역시 포함한다. 이것이 전문 자
원봉사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의외로 기관차원이나 부서 차원에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업과 활동이 무엇인
지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곤 한다. Taproot 재단은 전문 재능나눔 프로젝트
를 위해 필요한 욕구를 규명하는 용이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www.taprootfoundationl.org/docs/Taproot-Pro-Bono-Project-Needs.pdf).
  첫째, ‘해야 할 일 목록에 기반 한 욕구 사정’ 으로, 우선 기관에서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한 후 거꾸로 기관의 전략계획을 살펴보고 이 일들의 우선순위를 확
인할 수 있다. 현재 해야 할 일들에 기반하여 기관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은 바로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위한 욕구로 옮겨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점검 사항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기반 기업, 회사, 전문직 단체(그룹) 및 전문직 퇴직자, 예비 전문직
대학생 등 전문 재능 자원의 발굴과 참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어떠한 계층이 전문적 기술과 재능, 경륜, 지식을 가진 잠재적 재능나눔 자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가지고 있는가?

⦁한봉협 회원단체,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 등 다양한 비영리조

직들이 보다 전문적 봉사활동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 전문 봉사활동 서비스가 필요한 비영리조직으로써의 점검 사항

⦁한봉협의 장기적 전략적 비전의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사업/활동들은?

⦁한봉협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보노 같은 전문적 봉사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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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예시2. 

1.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업, 절차
는 무엇인가?

자원봉사 관리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자원봉사활동 시간, 참여율 추
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보완 필
요하기 때문

활동영역/지역 확장 계획

⦁신도시 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계획 마련 필요

▼
2. 왜 이것이 부서의 
목적이나 기능 수행
에 중요한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기반
한 새로운 자원봉사자 인정체계 
실행을 하고 싶음

⦁신규 사업지역 진입에 대한 기
대, 필요한 비용, 실현가능성 등
을 이해하고자 함

▼
3. 왜 이것이 조직의 
년간 목적 달성에 중
요한가?

⦁올해의 목적에는 자원봉사자 평균
활동 기간을 늘리고 자원봉사자 
유지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
함.

⦁올해의 목적에는 신도시 지역
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계획을 지
원한다는 내용 포함됨

▼
4. 왜 이것이 조직의 
장기 전략적 우선순
위 달성에 중요한가?

⦁조직의 전략기획은 우리기관에
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증대시켜
야 한다고 선언함.

⦁조직의 전략기획은 향후 3년안
에 2개의 신 도시로 확장할 것이
라고 선언함

자료: www.taprootfoundationl.org/docs/Taproot-Pro-Bono-Project-Needs.pdf.

  두 번째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자 고난도의 접근인 ‘전략기반 욕구 사정’으로, 조직 전략
기획 자료 등을 통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관의 전략목표를 확인 한 
후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전문적 재능나눔 서비스로 충족할 만한 과제가 있는
가?’를 고민하여 찾는 것이다. 

“우리는 후원자와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
고 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실행
⦁모금 관리 코치
⦁후원자 차등화
⦁후원자 관계 전략
⦁E-뉴스레터 디자인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기관서비스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PR 계획
⦁인테넷 검색 엔진 활성화
⦁PSA 개발
⦁이사회 충원 절차 설계
⦁이벤트 계획 및 실행

“우리는 직원들이 보다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경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 체계 마련
⦁변상과 보상체계
⦁직원훈련 및 개발 설계
⦁자원봉사 관리자 훈련
⦁행정 지도

자료: www.taprootfoundationl.org/docs/Taproot-Pro-Bono-Project-Nee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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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의 준비

  ▶ 앞서 전문적 재능나눔 사업 참여를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재능나눔 활동이 필
요한 욕구와 문제가 규명되었다면, 이 단계는 실행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준비
하는 단계이다.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 기술서 구상에서부터, 본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고 지속
될 수 있기 위한 내부 외부 자원을 관여시킬 수 있는 준비를 포함한다. 

 ▶ 보다 성공적이며 성과를 기대할 만한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셋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모두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www.commonimact.org/pdf/project-readiness-project-specific.pdf)

  ① 프로젝트의 목적 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프로젝트의 조직적 및 실질적인 목적을 정의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본 프로젝트와 조직의 전반적인 전략목표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성공
적 프로젝트가 이루게 될 궁극적인 상태의 모습이 추상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전반적인 조직적 혹은 프로그램 전략과 연결된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역할을 명확히 표현
  - 1개~3개의 중요한 특정한 프로젝트 목적을 결정하고 자료화하여 확정
  -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조직 전반에 걸친 합의를 얻기, 예.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현재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 무엇일지, 자원봉사 팀에서 이룬 성취가 무엇일지 등 

  ② 프로젝트의 범위 정의
    전문적 재능나눔 활동에서 재능 봉사자가 수행해야 할 분명한 역할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을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 시간과 기간, 봉사자 및 직원의 역할, 구체적 활동
과업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직무 범위 정하기 ; 프로젝트의 구성내용 문서화, 각각의 구성내용에 해당하는 소요 
                         시간 문서화 
    - 동의한 직무 범위나 투입 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잠재적 혹은 논의되었던 프로

젝트 내용도 문서화 해 놓음. 
    -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절차 정의 ;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요구되는 단계와 

절차의 문서화. 본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장치 문서화
    - 기관의 상위 관리자 및 자원봉사 팀과 재능나눔 봉사자 간에 직무 범위, 프로젝트 
      절차, 시간계획 범위에 대한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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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Points of Light의 프로젝트 기술서

 1. 프로젝트 명

 2. 문제의 정의
   1)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는 문제의 기술
     (자원봉사자에 의해 개선/교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당면한 문제와 도전과제 등)
  
   2)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3. 프로젝트 계획서
   1)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전달/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걸리는 시간은? (기간, 활동시간 등)
      (자원봉사자 가능성, 완료하고자 하는 핵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간계획 설정)

자료: www.pointsoflight.org,, www.handsonnetwork.org.  

  ③ 프로젝트 리더십 정의
    프로젝트 리더십이란 기관내에서 본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사람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담당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주 컨택 포인트
가 되는 것이 좋다. 
   기관 내 프로젝트를 담당할 직원은, 
  -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당 최소 2시간)
  -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 자원봉사자가 그의 직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돕기 위한 조직적 배경과 

전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 특정 분야(예, 기관의 IT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④ 프로젝트 사후 지원계획 마련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본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이 사업이 어떻게 조직 내로 흡수 
통합될 것인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다른 분야로 돌리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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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내 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재능나눔 프로젝트 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와 타 부서의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훈련 필요

    - 프로젝트와 기관의 일상 업무 통합시키기 위한 직원의 헌신이 필요함을 명확히 제시
    -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사업 추진 주체로써 협력기관, 수요기관 등 비영리조직, 재능나눔 자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본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결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였는가?

- 한봉협은 본 재능나눔 사업 추진을 통해 조직 자체의 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기대하였는가?

- 5개 하위 프로젝트는 본 재능나눔 사업의 목적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

하였는가?

-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한 자원(전문 봉사 제공)과 봉사활동을 받은 수혜처는 재능

나눔 사업에 참여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였는가?

⦁본 재능나눔 사업의 범위는 명확하였는가?

- 장기적, 단기적, 매년 사업의 기간과 시간 범위를 정하였는가?

- 재능나눔 참여 봉사자와 재능나눔 프로그램 수행단체는 프로젝트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본 재능나눔 사업의 리더십은 분명히 정해졌는가?

- 한봉협 내 사업담당자와 책임의 범위는 정해졌는가?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한봉협 외 다른 협력 추진체계들을 확보하고,

이들 간의 역할 및 협력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본 재능나눔 프로젝트 이후 사후지원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지속성과 선도적, 창의성의 균형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초기 사업참 여 자원과 단체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속 및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였는가?

4. 전문 자원봉사활동 자원의 발굴

▶ 어떻게 하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봉사활동 자원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비영리조직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
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먼저 자원봉사를 의뢰해 오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비영리조직은 봉사활동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전문 재능나눔 자원을 기관의 운
영, 사업 내지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들을 기관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써 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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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 직원의 배치 등 시간과 관리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봉사활동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 일반적인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많으며 다음과 같은 범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큰 범주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며 그 다음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자원봉사 자원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Ⅱ-18> 재능나눔 자원의 예

자원 구분 설  명

전문적 서비스 
제공 회사 법률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설립 등 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기업 식품, 자동차, 가전, 미디어 등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나 다른 업체에 판
매하는 기업 

개인 전문적 지식, 재능, 기술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개인

중간매개조직 재능나눔 자원을 모집 관리 연계하는 비영리조직

전문교육기관 경영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등

직능 단체 직업 분야별로 회원으로 구성된 직능단체 연합조직

자료 : www.readinessroadmap.org/sourcing-resources

▶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봉사활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잠재적인 전문 자원봉사 제공
자(기업,조직,기관,단체 등) 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기관의 요구사항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 기금까지의 기관의 활동과 영향력 소개 후, 
  - 왜 해당 전문 자원봉사 제공기관을 결정했는지,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 기관의 사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등 기관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며, 
  - 그들의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로 어떠한 성과가 기대되는지, 기관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력이 무엇인지
  -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간과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 기관이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관은 어떠한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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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 Points of Light 의 전문 봉사자 역할 및 필요 기술

                Volunteer Role Description and Skills Needed

  부서명 :                                     프로젝트 관리자 :

1.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2.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기술, 경험, 숙련도 혹은 재능은 무엇인가?

4. 아주 특별하게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이 있는가? (특정 소프트웨어 다룰 수 있는 기술 등)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전문적 재능나눔 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전문적 재능나눔 자원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고 참여시켰는가?

⦁지역단위에서 일선의 전문 재능나눔 자원과 비영리조직은 서로 잘 찾았으며,

이를 위해 지역단체 및 자원 파악을 위한 어떠한 지원을 했는가?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 매개 중개조직의 역할을 활용하였는가?

⦁하위 프로젝트에 해당 하는 프로그램 공모시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기술서 등을

적합하게 제시하였는가?

5. 성공적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계획

▶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결정하고 찾았다면 그 다음은 이를 실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
문적 재능나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도 다름없는 ‘시간’이다. 계획단계에서는 기
관 내부의 책임성을 창출하고, 재능나눔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며, 자원봉사 직무의 범위 
내에서 가시적인 구체적인 활동시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능나눔 봉사서비스가 기관에 더 
가치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Taproot' 재단에서 2008년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질적인 전문적 재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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눔 서비스의 5가지 특징을 찾아내어 제시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ww.taprootfoundation.org/docs/ Designing_for_Impact_Framwork.pdf).
본 내용에는 이들 5가지 특징이 결국 성과 지향의 전문적 봉사활동이 되기 위한 기본 요소로
써, 각 요소들을 성취하는데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
을 포함하는 ‘성과 있는 재능나눔 활동의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① 프로젝트는 주어진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되고 완수 
     : 시간이 자산인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에서 ‘시간의 준수’는 매우 중요. 준비 혹은 계획
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 당초 의도했던 전체 봉사활동 시간이나 프로젝트 완료 기간을 초과하
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은,
       - 활동 범위의 초과 :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당초 정해진 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팀 이탈 : 프로젝트가 늘어지면 전문 재능나눔 봉사팀 내 봉사자의 이탈이 발생
       - 우선순위에서 밀림 : 근무일 혹은 휴일의 특별활동으로 전문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에 대해 봉사자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
를 두지 않아 사소하게 여겨짐

   ○ 이러한 장애요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활동시간 계획(날짜, 요일, 시간 등) 및 종료일을 서로 공식적인 서명을 통해 승인하고,  
     - 당초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기관 담당자/팀과 전문 재능나눔 팀 간의 의사결정,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봉사자가 이탈하여 역할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과 

헌신도 포함하여 계획함. 

   ②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실행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것임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향후 이것을 클라이언트 즉 기관이나 봉사
 대상자가 실행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이것을 저해하는 일반적 장애요인은,
     - 해당 비영리기관 혹은 서비스 대상자 욕구의 우선순위에 딱 맞지 않거나 혹은 이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일 경우
     -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로 제공되는 활동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기술적 지식의 

갭이 너무 큰 경우 
     -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기관이 이를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제한된 경우
   ○ 이러한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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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비영리기관 혹은 대상자의 욕수 사정을 통해 프로젝트 내용을 조정
     - 제공 가능한 형태로 프로젝트 내용 조정
     - 지식이나 기술을 기관 혹은 대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훈련 
 
  ③ 재능나눔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봉사서비스 제공자의 기대는 충족되거나 그 이상
    전문 재능나눔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나 받는 대상 모두 기대가 충족되
어야 하나,   
   ○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은, 
     - 상호 기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연결하지 못했을 경우
     -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봉사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을 거라는 기대 등이다.
   ○ 이러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 상호 프로젝트의 활동범위, 구체적 역할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 전문 자원봉사 활동 서비스를 중간 중간 모니터링 하고
     - 상호간의 직접적인 욕구를 인식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기관이나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중간 중간 다시 확인.

  ④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부문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높은 만족감을 보고
   ○ 모든 참여 주체들의 만족감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 프로젝트 성과나 해당 기관 혹은 서비스 대상자 보다 전문 재능나눔 봉사자의 
       만족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 등 특정 한 파트에만 관심이 치중될 경우,
     - 당사자들 간의 상호 기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나  분명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차이를 느끼고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 모든 사람들이 성과를 우선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하며,
    - 상호간 만족의 요소 인식하고, 서로 감사와 격려 및 인정
    - 프로젝트 실행계획에서부터 상호작용 수립

  ⑤ 재능나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프로젝트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전문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장기적 성과는 봉사활동 대상 기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 그러나 바라는 장기적 산출 결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성과 보다는 ‘봉사활동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입-활동-단기적 산출-장기적 산출 등 논리모델이나 다른 
성과모델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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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실행

▶  앞선 단계에서 준비와 계획이 잘 되었더라도 이것이 적절히 실행되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
자의 관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 진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재능나눔 봉사자나 봉사팀을 이
끌어 업무를 할당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며 공통의 목적을 향해 활동하고 있음
을 확신시켜야 한다. 본격적인 전문적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임원진과 관리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관의 비전과 사명 및 전략이 분명하게 언급되었고,
  ⦁프로젝트는 개인 혹은 집단 프로젝트로써 분명히 정의되었으며,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가능한 상태이고,
  ⦁필요한 장비와 사용가능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도입과 실행 평가에 이르는 단계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www.handsonnetwork.org/files/sbv_ projects_implementation_phase.pdf).

1) 실행 도입 단계

  ⦁도입단계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kick-off 즉, 실행을 위한 첫 도입단계로써, 자
원봉사자와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은 기관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문 재능나눔 
자원봉사팀이 기관 환경 및 그들의 활동 환경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영리섹
터와는 전혀 다른 섹터에서 일했던 재능 봉사자들이 비영리조직의 욕구를 이해하고 비영리조
직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기술과 재능이 비영리조직에 필요한 것으로 전
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 자신에 대한 소개, 기관 소개 및 프로젝트의 맥락 등을 자원

봉사자에게 이해시키며, 
  ⦁프로젝트의 범위와 제공 가능한 업무계획에 봉사자를 참여시키는 등 처음부터 전문 재능

나눔 프로젝트 전반에 재능나눔 봉사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도입단계에서 해당 비영리조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관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며, 직원,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 프로젝트에 관여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전문 재능
봉사의 혜택과 도전과제 등 기초지식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공 요소,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활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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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원봉사활동 봉사자의 과업 비영리조직의 과업

⦁비영리섹터 및 해당 기관의 용어 익히기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가담하기
 수혜기관에 대한 상세한 이해, 프로젝트 관리자 
및 직원, 핵심 프로젝터 수행자들과 미팅, 유용한 
도구들과 자원 모으기, 비영리조직의 기대 충분
히 이해하기 등
⦁프로젝트 범위와 종료 결정에 참여하기
  프로젝트 범위확정, 시간일정 등 활동계획, 역
할, 활동 동의, 현실적 기대 설정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해당 비영리기
관 직원 및 관리과정 교육 훈련
⦁모집된 자원봉사자들과 프로젝트 범위, 활
동 계획, 제공가능한 서비스 약속, 활동 동
의 등 상세한 내용 마무리
⦁자원봉사자의 기대 이해하기
⦁비영리조직의 직원과 관리,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관의 자원, 봉사활동 환경, 문제 발
생시 해결가능한 자원 등 자원봉사자에게 
교육하기

2) 실행 집행 단계

  집행단계에서의 핵심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적절히 모니터 하는 일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사항에 대한 인지,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 향후 계획된 서비스 활동 및 종료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2주에 한번 일대일 면담
  ⦁주별 혹은 격주에 한번 회의 소집
  ⦁수시, 매일 이메일 교환

<표 Ⅱ-19> 성공적 실행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원봉사자에게 
  ‘no'라고 말하기
⦁프로젝트 관리에 충분한 시간 갖기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관리하기
⦁자주,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비영리섹터의 용어로 전환하기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 해주기를 요청하기
⦁임원진 및 관리자들과 프로젝트 결과 공유하기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인정해주기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
⦁단순히 일감 목록만 만드는 것
⦁자원봉사자는 유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도전과제를 과소평가하는 것
⦁자원봉사자로부터의  피드백을 거절하는 것
⦁목적을 정의하는데 실패하는 것

자료: www.pointsofligh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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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평가

▶ 전문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라 각 상황에 적절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 한다. 
자원봉사 관리자 혹은 수퍼바이저는 해당 기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프로젝트의 성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성공 혹은 실패하였는지, 무엇을 다음 프로젝트에서 개선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솔직한 토론을 가져야 한다. 
  문서화된 피드백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기관의 관리층 및 임원진과 의
사소통을 지속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프로젝트를 위한 최상의 실천방안
을 의논한다. 

▶ 프로젝트 평가에 기대하는 바는(목적) 프로젝트의 참여 당사자인 비영리기관, 기업이나 
   자원제공자, 자원봉사자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이 있다. 
  ⦁ 비영리기관은 ; 프로젝트 운영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 향후 역량개발 투자를 위한 사례
축적 및 주요 구성원들을 위한 성과자료 배포
  ⦁ 기업 및 자원제공자는; 현금가로 환산한 평가, 비영리기관의 효과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 
직원 모집과 유지에 대한 성과 결정, 투자에 의한 사회적 성과 측정
   ⦁ 자원봉사자는 ;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 향상 확인 및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성과 측정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계획과 실행 및 평가 부분)

⦁재능나눔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한봉협 임원진과 회원단체의 관심과지지

및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재능나눔 사업은 한봉협의 비전과 사명 및 전략과 연결되었는가?

⦁재능나눔 사업의 개인 혹은 집단 등 대상이 분명이 정의되었는가?

⦁재능나눔 사업 참여 자원은 약속한 기간과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재능나눔 사업 참여 구성(회사, 개인 봉사자, 수요처)으로부터 실행 과정 중

정기적으로 평가적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변화 또는 개선에 반영하였는가?

⦁평가계획과, 평가도구는 준비되었으며,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60

# 참고 4.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평가틀 및 평가문항

  본 평가 틀은 Common Impact가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전문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본 평가 틀은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범위, 프로젝트 리더십, 프로젝트 사후 지원계획, 성
과보고, 자원봉사자 참여 등 6개 영역에 걸쳐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성취됨’ - ‘비교적 성취’ - ‘약간 성취’ - ‘전혀 성취되지 못함’ 으로 제시된 지표에 마
킹하도록 되어있다. 

<프로젝트 목적>

①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전략목표 혹은 프로그램 전략 달성을 돕는데 있어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역할은 기대한 한만큼 지속될 것이다.

② 프로젝트 시작 전에 확인된 가장 중요한 3가지 프로젝트 목적이 달성되었다.

③ 프로젝트 시작 전에 확인된 프로젝트 성공 지표가 충족되었다.

<프로젝트 범위>

④ 프로젝트는 당초의 프로젝트 범위에서 정의된 주요 내용과 단계대로 수행되었다.

⑤ 프로젝트는 당초 프로젝트 범위에서 정의된 주요 내용과 단계에서 각각 설정한

시간일정 안에서 유지되었다.

⑥ 전문 자원봉사 팀의 경험과 전문성은 프로젝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무에 잘 연결되었다.

⑦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수행되는 동안 당초 프로젝트 계획은 자주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리더십>

⑧ 프로젝트를 이끈 직원은 우리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헌신할 수 있었다.

⑨ 프로젝트를 이끈 직원은 적절한 시간 안에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⑩ 프로젝트를 이끈 직원은 전문 자원봉사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지식을 성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⑪ 프로젝트를 이끈 직원과 자원봉사자 팀은 프로젝트 수행 동안 강한 업무 관계를 발전시

키고 빠르고 효과적인(프로젝트 피드백이나 프로젝트 관련한 문제의 해결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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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프로젝트 지원 계획>

⑫ 직원은 전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내용을 기관 내에 흡수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⑬ 프로젝트는 기관의 일상적 운영에 통합되어져 왔다.

⑭ 프로젝트의 통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한 핵심 당사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를 수행해야 함을 적절한 시기마다 계속 알렸다.

⑮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현금 혹은 장비 보조금,

기업 후원금 등)을 확보(혹은 계획을 수립)했다.

<성과 보고>

⑯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

⑰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에 대해 핵심 이해당사자에게 알렸다(뉴스레터, 보도

자료,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⑱ 우리는 우리의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성과 자료(비용절감, 시간절감, 부수적 현금모금,

클라이언트의 증가 등)를 보고하였다.

⑲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성과 자료를 우리의 강화된 조직적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기관 마케팅자료로 연계(사례 연구, 스토리 등)하여 활용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⑳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피드백을 자원봉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관의 접근법으로 통합하였다.

㉒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은(일부라도)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 기관에 남아 참여

하고 있다.

㉓ 우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자 뉴스레터, 감사 편지 등 알려야

할 목록에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해왔고 그 프로젝트를 우리 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여 왔다.

㉕ 이 프로젝트 종료 후, 우리는 또 다른 조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다른 전문

재능 자원봉사자 팀을 참여시키고자 하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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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정과 축하

  전문 재능나눔 봉사자들은 중요한 비영리 섹터의 인적자본이며, 그들의 기술과 능력은 비
영리조직의 역량의 향상시키고, 그들의 활동은 기관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전문 재
능나눔 봉사자들의 노고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의 방법
이며 인정과 축하는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거나 향후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봉사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 

  1) 인정(Recognition) 과 축하(Celebration)

   전문 재능나눔 봉사자의 직무를 알아주고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원봉사 프로젝
트의 목적에 대해 그 결과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과 비영리 기
관에 준 영향, 지역사회에 일어난 긍정적 변화 등에 대해 ‘이 만큼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는 
것을 직접 보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주는 것이다.  
   ▶ 인정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 상기시키면,
     - 프로젝트 결과와 성과
     - 전문 재능나눔 봉사자가 가져다 준 기술과 경험
     - 자원봉사자의 인성과 기술이 비영리기관에 미친 영향
     - 다른 직무환경에서 자원봉사자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
   ▶ 인정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행사와 수단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자원봉사자 인정

은 매우 짧은 순간이므로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인정 행사와 수단 비공식적 인정 행사와 수단
⦁자원봉사자 표창 및 수료증
⦁공식 만찬을 겸한 조식,중식 혹은 석식 마련
⦁이사회나 행정회의 동안 회의 의제로 다룸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자료의 출판
⦁내부적 의사소통으로 전달
⦁외부적 의사소통 수단(웹사이트, 트위터, 페
   이스북 등) 으로 전달
⦁전문 재능봉사자와 기관을 자원봉사 대통령 
  표창 또는 이달의 자원봉사자로 추천

⦁매일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말
⦁자원봉사자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소개
⦁적절한 경우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관련 없어도 기관 행사에 초대하기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아이디어
 : 전국적 혹은 국제 행사 초대, 전국 자원봉사
주간 혹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초대

⦁비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아이디어
  : 브런치나 점심 마련, 선물카드, 이
사나 기관장 혹은 직원으로부터 감사 
편지, 자원봉사자 happy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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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야기 전하기 story telling

 
 전문 재능나눔 봉사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배움’의 연습이다. 재능나눔 활동 프로그램구
성원들 간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의 공유는 성공적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하며 
향후 자원봉사자 지속과 신규모집을 위해 필요하다. 여러 봉사자로부터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경험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스토리텔링은 전문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자원봉사자
로써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는
    - 수행했던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
    - 자원봉사자로서의 성취, 경험,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켰는지
    - 지역사회 혹은 다른 개인에 미친 영향
    - 당면했던 어려움과 해결책들
    - 자원봉사자와 비영리조직의 팀웤
    - 비영리기관에 가져다 준 가치
    - 자원봉사자 인용구, 사진, 비디오 발자취 등 

  ▶ 스토리텔링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축하의 한 방법일 뿐 아니라 기관의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 일반 대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알림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잠재적인 후원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한다. 
    - 기관 내부 및 외부 소식지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 기관 홈페이지
    - 기관의 공식 사업보고서

    * 기업이 전문 재능나눔 활동 파트너라면 기업으로 하여금 그 프로젝트를 직접 대중에 
홍보하도록 독려하고, 기업과 해당 비영리기관의 로고 등도 함께 활용토록 한다. 

☞ 한봉협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을 위해 점검해야 할 시사점

⦁재능나눔 사업 참여 구성원(재능나눔 봉사자 및 수요처 등) 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

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인정과 축하를 하였는가?

⦁재능나눔 사업 사례의 홍보 및 전파를 위해 어떠한 미디어 매치를 활용하였으며,

그것은 충분히 효과적이었는가?

⦁재능나눔 사업 관련 구성원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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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미국의 재능나눔 사업 사례 

 
1. Points of Light의 A Billion+Change 사업

  1) 조직 및 인력 구성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자원봉사(skill based volunteering)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
한 미국 전역 캠페인 사업으로써 A Billion+Change 는 Points of Light의 Corporate 
Institute 부서에서 담당한다. Corporate Institute 팀은 총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본래 각자의 고유 부서에서 Hands on Network,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청소년 자원봉사 Generation on, Global service, 전문 기술기반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Corporate Institute 팀은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를 갖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A Billion+Change 캠
페인 사업은 워싱턴 사무소에 근무하는 3명의 전담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및 기간

   본 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Points of Light 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까지 미 전역과 세계 여러나라에 걸쳐 당면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가치
에 상당하는 프로보노와 기술 기반 봉사를 이루어 내겠다는 전국적인 캠페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Points of Light는 기업과 함께 어떻게 하면 기업이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전문
적 재능을 고양하고 동원하며 참여시킴으로써 비영리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욕구
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키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래 이 캠페인은 ‘봉사와 시민참여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 위원장이었던 Jean Case(The 
Case Foundation 이사장)와 Taproot 재단이 제안했으며, 2008년 연방기구인 전국 및 지역
사회 봉사 기구 즉 CNCS에 의해 출범했다. 이후 본 사업의 적극적인 확장을 위해 2011년부
터 Points of Light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다. 
  연방재원의 감축과 비영리섹터 역량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했고, 
2008년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다 많은 기업 후원금 보다는 보다 많은 기업 
재능 - 마케팅, 재정관리, 기술, 인적 자원관리 등 -을 필요로 했다는 결과를 대통령 자문위
원회에 보고하였다 한다. 이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비영리조직을 위한 프로보노나 전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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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봉사 활동을 통해 금전적 기부활동 혹은 재정지원과 동일한 가치의 효과를 보일 것이라
는 배경에서 본 캠페인이 추진되었다.   

   3) 비전 및 추진전략과 방법

     비전 : A Billion+Change 는 기업의 경영목표와 사회공헌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내부의 협력과 리더십의 개발 및 지역사회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정거장(platform)을 제공한다. 

     목표: 지역사회 단체 지원을 위한 $2 billion 가치의 재능 발굴과 동원
      2008년 $500 million → 2011년 $1 billion → 2013년 $2 billion
    
     슬로건: “Take the pledge. Get Result. Lead the Change"
   
     전략 : Points of Light Corporate Institute 의 본 사업팀이 취한 전략은 매우 간결
하면서도 직원들의 높은 헌신을 통해 매우 높은 능률과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첫째, A Billon+change 캠페인에 참여하는 주 대상은 기업이며, 특히 Fortune 100-500
대 안에 속하는 2nd tier 기업들을 타켓하고 있다. 이미 100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사
회공헌 활동과 직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Points of Lights 의 잠재적 자원 개발 노력과 
컨설팅이 필요한 대상을 적합하게 선택한 것이다.
   * 80% 는 기업 대상, 20%는 비영리조직 대상(워크샵, 컨퍼런스 등 네트워크의 장 마련)

  둘째,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적과 방식은 ‘기업들의 행태를 변화시키자
는 것’으로 여기에는 금전적 기여를 수반(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보고서 제출 의무도 수반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들 기업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하겠다는 서약
(Pledge)’을 받고,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 활동을 확장하겠다는 서
약’(Pledge of amplification)을 받는 것이다. 

  셋째, 캠페인 참여 기업들에게 회비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서약한 
기업들에게 또 다른 한 기업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snowball 방식을 선택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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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캠페인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업에 대해 공개적인 인정(celebration)의 행사
를 가지며, 특히 CNCS 기구와의 협력으로 1년에 2회 기업을 백안관에 초청하는 행사를 주
최한다. 

  다섯째, 본 캠페인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Points of light 내 미디어팀이 활동하며, 참여 
기업 스스로 그들의 활동을 반드시 홍보하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여 본 캠페인 및 기업, 프
로젝트, 해당 비영리조직 모두를 위한 홍보의 극대화가 이루어게 한다.

  여섯째, Points of Light의 A Billon+Change 팀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 강력
한 파트너십 기업(Deloitte, HP, IBM)과 단체(Case foundation) 및 연방기구(CNCS)를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 관련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IBM의 프로보노에 의해 지원받
는다.

  일곱째, Points of Light는 미국 자원봉사,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Taproot 
Foundation, Common Impact과 공동으로 신용회사인 Capital One 의 프로보노 서비스 
지원을 받아, 수 많은 개별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프로보노 혹은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웹사이트인 ‘Readiness 
Roadmap'을 운영하고(2011년 2월 개시), Points of light and Hands on Network 이 가
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고 링크시키고 있다. 전문 자원봉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영
리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skill based volunteering'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
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Points of Light는 Action Network 인 전국 250여개 Hands on Network 
Volunteer Center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skill based volunteering 관리 전략에 대한 교육
을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단위에서 전문 자원봉사 활동의 공급과 수요를 매개하고 컨
설팅하여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4) Points of Light의 역할

    ▶ 직원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 헌신 : 2011년 11월 본 캠페인 사업 초기 3명의 전담 직
원은 Fortune 100-500 대 안의 기업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통한 섭외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 36시간 이상 전화를 통해 기업을 캠페인에 참여토록 설득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에 직접 출장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였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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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LLION

+CHANGE

Take the Pledge. Get Results. Lead the Change
서약하고 성과를 얻어 변화를 이끌다. 

A Billion+Change 는 2013년까지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가치에 이르는 프로보노와 기
술기반 자원봉사를 동원하는 전국적 캠페인입니다. 지금까지, 250개 이상의 서약에 참여한 
기업은 기업의 최고 경영 기술과 재능을 비영리조직 역량 강화와 국내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하는데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동료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략기획 아이디어 제공이던 IT 기술이건 회계분석가의 숙련된 기여나 마케팅 지도이건, 기
술 기반 봉사와 프로보노 서비스는 당신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당신이 지원하는 비영리조직
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앞서가는 혁신적인 리더십과 높은 
성과의 기술 기반 자원봉사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A Billion+Change 참여에 초
대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 창조

서약에 참여하자. 우리는 여러분의 근무지에서 기술 기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확
장하는데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영자로써,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 수락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년 동안 결국 500
개 기업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서약에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 기업의 기술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무료 컨설팅 제공
   ▶ 지역단위 컨퍼런스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장 마련
   ▶ 기업 실무자 요구 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면담하여 설득
   ▶ 지역적 및 전국적 캠페인 이벤트에 초청, 동료 기업 간 멘토링 연결(사례 공유) 

블로거 활동 기회 제공, 언론 인터뷰,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등의 
홍보와 인정 격려.

   ▶ 기업 및 비영리조직들 한자리에 모여 워크샵 등 통해 기술기반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의 장 마련.

      
  5) 재원의 조달

    본 캠페인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연간 예산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단, 연방정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은 없으며,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을 통한 펀드를 
조성한다. Points of Light는 비영리조직으로서 모금 기능이 활발하다.

# 참고 5. A Billion+Change 참여 서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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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V는 재능 관리 기법이다 : 포츈 500대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리자의 91%는 자원봉사활
동 지식과 비영리섹터를 위한 숙련은 중요한 경영과 리더십 기술을 발굴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젊은 직원을 참여시켜라 : 기술기반 자원봉사는 전문성의 개발과 리더십 역할, 업무에 대
한 자극과 보상에 대한 엄청난 욕구에 대응하는 가치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성과의 사회변화를 성취하라 : 비영리조직과 지역사회를 위해 전반적 기관운영, 기
술과 전문적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의 기술 지원의 가치는 전통적인 봉사활동의 가치보다 
500%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다짐

 A Billion+Change 는 여러분의 서약이 여러분의 기업에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약할 때(비용 없음), 우리는:
■ 여러분의 기술기반 봉사활동 스토리를 동료 회사 및 우수 실천 기업과 공유한다
■ 여러분을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가, 시민 참여 및 기업으로부터 국가 봉사영역에서의 최근 
현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목을 끄는 네트워킹 기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 지역 및 전국적 캠페인 행사와 동료기업 간 온라인 멘토링 에 초대한다.
■ 여러분에게 무료 컨설팅 서비스와 vetted resources 및 e-뉴스레터를 제공한다.
■ 발표의 기회, 언론 인터뷰 및 초대손님 블러거 기회를 통해 사려 깊은 리더로써의 역할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서약하고 성과를 얻어 변화를 이끌다. 

예! 나는 프로보노 챔피언이 될 것을 동의하며 :
■ 2013년까지 나의 직장에서 기술 기반 봉사프로그램 혹은 프로보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확장하겠다.
■ 수백만달러 가치에 이르는 기술 기반 자원봉사 서비스 동원을 지지하며 2013년까지 달성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회사를 고무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겠다. 
■  A Billion+Change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주 산업, 연락처 정보, 우리 회사의 서약 
   기술서를 제공하겠다.
■ 우리의 로고를 A Billion+Change 웹사이트와 전국적인 마켓팅 및 홍보 노력을 위해 공유
   하겠다. 혹은
■ 이미 시작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서약과 진행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현재의 서약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25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서약에 참여하였으며, $1.9 billion 가치에 달하는 
전문 자원봉사 혹은 프로보노 서비스를 비영리섹터 역량강화 수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
다. 이 캠페인은 CNCS에 의해 2008년 출범했고, 2011년 Mark Warner 의원의 주재하에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A Billion+Change는 Points of Light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며, 
Deloitt, HP, the Case Foundation, IBM, Capital One의 강력한 지원과 이외, Sate 
Farm, McKenna Long & Aldrige LLP 및 Morgan Stanley 사의 탄탄한 지원에 의해 추
진되고 있습니다. 
www.abillionpluschan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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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proot Foundation 의 8가지 프로보노 모델
 

Taproot 재단은 2001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과 재단, 개인의 전문적 재능을 비영

리섹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명을 바

탕으로, 프로보노 지원과 컨설팅, 기업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주로 하

는 전문 프로보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본 재단의 사업 중 매년 우수한 프로보노 서비스에게 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award-winning Service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증된 8개의 프로보노 모델

을 제시하였다.

⦁ 성공적 프로보노 서비스의 가치는 영리섹터에서의 성공적 경영자원을 비영리섹터에
전달 가능하도록 하여 자원을 공유, 비영리섹터의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음.

⦁ 8개 모델에서 의도한 프로보노 성과의 대상 영역은; ‘특별한 이슈 영역’, ‘비영리섹터

전반’, ‘전략적 비영리 파트너조직’, ‘전반적인 비영리조직’ 4 개의 영역이며,

⦁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조직적 목적은 주로 인적자본 향상,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직원 파견형 모델(Loaned Employee) 
  : 프로보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사 내가 아닌 다른 비영리조직에서 직원의 프로보노 
서비스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상응하는 보상(유급)을 제공

   사례 : 화이저 제약회사의 지구촌 건강 동행 프로젝트(Pfizer Inc. Global Health Fellows)

          (www.pfizerglobalhealth.com)

    ○ 내용 : 2002년부터 화이저 제약회사 직원들을 3개월-6개월 동안 
         저개발 국가나 미국 내 취약 지역에 파견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비영리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일제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  
        * 과학자, 재무분석가, 인적자원 전문가 등 파견, 실험기술, 의약 전달기술등 제공
    ○ 성과 대상 영역 : 전략적 비영리 파트너조직
        * USAID, Family Health International 등
    ○ 주요 성과
       - 저 개발국 등 건강의 증진
       - 직원의 훈련, 리더십 개발 등 직원의 인적자본 향상 및 회사에 대한 높은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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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코칭과 멘토링 모델(Functional Coaching & Mentoring)
  : 회사직원들을 비영리조직 파트너동료들과 연결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기능적 숙련 공유

  사례 : Gap 의 리더십 계획 프로젝트  (Gap Inc. Leadership Initiative)

      (www.gapinc.com/GapIncSubSites/csr/Goals/CommunityInvestment)

    ○ 내용 : Gap 회사는 2009년 9월부터 회사의 인적자원팀과 비영리조직인
       CompassPoint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영리조직의 리더를 세우고 리더십 재능을 
       개발하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Gap 회사의 인적자원 전문가들이 직접 소규모의 
       비영리조직 리더들을 참여시켜 이틀간 강점기반 리더십, visionary 리더십, 변화관리, 
       적응적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워크샵을 가짐. 이렇게 훈련받은 비영리조직의 리더들
       과 Gap 인적자원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
       하며, 지속적인 코칭과 멘토. 
     ○ 대상 영역 : 전략적 비영리 파트너 조직
     ○ 주요 성과
       - 인적 자본: Gap회사 인적자원 전문가와 비영리조직의 리더들이 지속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크게 강화 
       - 이 그룹들이 코칭그룹이 되어 Gap의 Leadership Initiative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핵심 요소가 됨.  

3) 마라톤 모델(Marathon)
  : 단시간, 사전에 정해진 시간계획(보통 24시간) 내에 프로보노 프로젝트에 회사의 인적 자원 
풀을 대규모로 제공 

  사례 : CreateAthon (Riggs Partner 의 24시간 광고홍보 프로보노 프로젝트)

     (www.createathon.com/natl_aboutCAT.html)

    ○ 내용 : 마케팅 광고회사에 대한 매우 높은 비영리조직의 프로보노 서비스 요구에 비해 
Riggs 회사는 일정이나 범위를 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 이에 광고회사가 밤샘에 익숙한 것을 
착안하여, 24시간 동안 몰아서 오로지 비영리조직이 원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CreateAthon 모델을 개발. 브로셔 제작이나 웹 싸이트를 통한 언론홍보 캠페인에 이르기
까지 서비스 대상 비영리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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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영역 : 전반적 비영리 조직
     ○ 주요 성과
       - 24시간 단 한번의 기회에 매우 높은 집중적인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사의 
프로보노 소요 비용은 낮은 반면, 비영리조직의 급한 홍보 광보 욕구를 충족. 가시적 성과가 
매우 높음.

 4) 표준화된 팀 프로젝트 모델(Standardized Projects)
   : 개개인을 모두 팀으로 배치하여 특별한 역할과 책임 부여. 각 프로젝트는 파트너인 
     비영리조직의 욕구에 기반하여 표준화된 제공방식으로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구조화.   
    사례 : Capital One 프로보노 봉사단(Capital One Pro Bono Corps)

     (www.capitalone.com/about/corporate-citizenship/programs/pro-bono-volunteerism)

     ○ 내용 : Capital One 회사내, 정보통신기술, 재무, 법률, 인적자원 팀과 기존의 회사 
        마케팅 부서 팀과 함께 각각 프로보노 봉사단(Corps)을 만들고, 지역사회 조직들로부 

터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 프로보노 카탈로그를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 및 프로젝트 완료까지 필요한 관련 기술 등을 소개. 

        6주마다 팀별 라운드 테이블 가지면서 회사의 사회공헌 우선순위와 연계될 수 있는
        잠재적 프로보노 클라이언트를 점검함. 
     ○ 대상 영역 : 비영리 섹터
     ○ 주요 성과
       - 팀별 구조화된 프로젝트는 초기 수립시 많은 투자 필요하나 한번 안착되면 매우 높은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속될 수 있음.
       - 회사의 주요 자원을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활용케 함으로써 큰 평판 얻음.

 5) 개방형 아웃소싱 모델(Open-ended Outsoursing)
  : 한 회사가 몇몇 특정한 수의 비영리조직에게 그들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사례 : Cornerstone OnDemand 사의 프로보노

          (www.cornerstoneondemand.org/partnership_program.html)

     ○ 내용 : Cornerstone Ondemand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인력개발과 훈련을 지원하는 회사로써, 비영리조직이 당면한 적합한 인력을 찾아 
        끌어들이고 보유하는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프로보노 시작.
        이 회사의 인력개발 소프트웨어를 보급받고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비영리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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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받아 이를 지원하는데,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전담 직원과 
        비영리조직을 연결시켜 비영리조직의 인적자원과 재능 관리 욕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 
     ○ 대상 영역 : 전략적 비영리 조직.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비영리조직 전반에 

다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전체적인 비영리섹터를 대상
     ○ 주요 성과
        - Cornerstone OnDemand 의 고유 업무자원인 소프트웨어와 직원을 아웃소싱 함

으로써 비영리섹터에서 매우 높은 평판을 얻으며, 아웃소싱을 통해 직원들은 새롭
고 다양한 회사의 고객층을 만나게 됨.

 6) 섹터 전반 해결형 모델(Sector-wide Solutions)
   : 비영리섹터 전반에 걸쳐 모든 비영리조직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보노 
     서비스를 창조

    사례 : Salesforce.com 사의 비영리 편(Nonprofit Edition) 프로젝트

          (www.salesforcefoudation.org)

     ○ 내용 : Salesforce.com 회사는 수천개의 비즈니스로 하여금 판매 운영과 소비자 관련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로, 

        2006년 ‘nonprofit-specific edition'을 개발하여,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관리와 같은 
비영리섹터의 가장 공통적인 욕구를 맞춤 충족시키는 프로보노를 시작함.   

        특히, 비영리섹터의 세일즈 마케팅 관련한 욕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모금, 회원 관리, 캠페인 관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컨설팅)  

     ○ 대상 영역 : 비영리섹터
     ○ 주요 성과
       - 비영리섹터 전반에 걸친 보조적인 수많은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비영리섹터의 역량을 높이는데 Salesforce.com의 nonprofit edition이 매우 유용
함. 

 7) 일반 계약형 모델(General Contracting)
   : 한 조직이(중간 매개 조직 등)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영리-비영리 섹터간 협동을 

증진하고 내부 및 외부 자원을 조정 및 감독하는 형태. 
 
    사례 : Civic Consulting Alliance 기관의 프로젝트

           (www.ccachica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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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Civic Consulting Alliance는 시카고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이 조직의 주 기능은, 시카고 대도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 섹터로부터 

프로보노 자원을 직접 개발 동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 우선 큰 사회적 문제를 찾아 
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단위로 문제를 쪼갠 후, 그 다음 시카고 최
고의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어, 기관 내부 인력과 컨설팅 회사의 프로보노 인력과  
함께 문제해결

      - 대표적으로 시카고 교통국(chicago transit authority) 과 함께, 일정치 못한 버스 
        간격, 버스 노선 문제 등 해결하여 시민들의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킨 사례.
     ○ 대상 영역 : 이슈 영역
     ○ 주요 성과
       - 이러한 계약 모형은 대개 중간 매개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주체 기관의 자원뿐 아니라 

다른 회사 및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유용함. 
      
 8) 특정 이슈 해결 모델(Signature Issue)
   : 공식적 프로보노 활동에 부가적으로 기업의 자산을 조합하여 특정한 사회적 이슈 해결 

위한 기업의 대표적 내부 자원을 활용함. 
  
     사례 : Deloitte LLP 

            (www.deloitte.com/view/en_US/us/About/Community-Involvement)

     ○ 내용 : Deloitte 사는 교육 영역 지원에 대표적 투입,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률 높이는데 초점을 둠. ‘College Summit' 웹싸이트(www.collegesummit.org)를 

제작하여, 이를 통해 미국 12개 주 180개 고등학교와 파트너를 맺고 매년 저소득 자
녀의 학업지원, 여름방학 워크샵, 장학금 지원, 미래 재능 개발을 위한 대학진학 촉
진을 위해 수많은 정보 제공. college summit 통한 동창회 자료.

        여기에 딜로이트 회사의 다양한 프로보노 서비스, 직원 전문 자원봉사, 특별 위원회,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이사회 리더십 등 기업 자산을 사회적 성과 위해 동원함.

     ○ 대상 영역 : 이슈 영역
     ○ 주요 성과
       - college summit 프로그램 참여자 중 대학 진학률 20% 증가
       - 회사의 자원 집중력과 특수 사회문제 영역에의 초점으로 참여하는 회사 직원의 
         인적자본과 리더십 향상 및 매우 높은 가시적 사회적 성과에 따른 사회적 인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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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Points of Light Corporate Institute의 A Billion+Change 사업
    ⦁ Points of Light 의 3개년 전략계획과 연계되는 Action network 부서의 사업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지원과 핵심 사업으로써의 위상
    ⦁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량적인 목표수치의 제시 
    ⦁ 불과 3명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방법 선택
       - 강력한 파트너십 단체의 지원(기업 및 비영리재단, 프로보노 서비스 및 재정 후원)  

기반
       - 전문 자원봉사 공급 부분인 기업에 주력, 특히 이미 잘 하는 기업 아닌 
         차상위 그룹에 속한 기업을 타켓. 자원 개발과 동원 참여에 주력
       - ‘서약’ 에의 참여와 또 다른 회사를 참여시킨다는 약속
       - 참여 기업간, 관심 비영리조직간, 교류하고 연계하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Points of Light의 또 다른 Action network 인 250개 지역 Hands on 
         자원봉사센터 등 현장에서의 활동 손발이 움직이게끔 하는 전략
       - 국민 개개인이나 수요처 기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음
    ⦁ 효과적인 인정과 홍보 방법
       - 참여기업, 비영리조직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끔 격려, 지원, 컨설팅
       - 년2회 백악관 초청 등 매우 특별한 기회 제공을 통한 인정

⇒ 미국의 대표적 자원봉사 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

사업으로 효과적인 기획과 전략 및 헌신적 추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 사업으로써의 한봉협에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2) Taproot 재단의 프로보노 8 모델
   ⦁ Taproot 재단은 ‘winning-award service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업, 
      회사, 재단의 프로보노 프로젝트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원을 
      프로보노화 시킬 수 있는 전문적 컨설팅 역량을 갖추고 있음
      - 더 이상 기업이 왜 프로보노와 같은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함.
   
   ⦁ 화이저제약의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형태의 프로보노(첫번째 모델)와 회사의 
      제품이나 자원을 직접 비영리조직에 아웃소싱하여 서비스제공하는 프로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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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중간 매개조직의 계약형 모델(일곱번째 모델) 의 경우, 한국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형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 
     - 8개의 모델 모두 전반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나 직원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프로젝트 중심의 매우 임팩트 있는 프로보노 서비스에 헌신적 투자.

   ⦁8개의 모델을 통해 회사/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보노 서비스의 카탈로그 제작, 
     년간 몇회 24시간 집중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캠페인 성격의 사업이 아닌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중 하나로 탄탄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프로보노 전문 비영리기관으로써 Taproot 재단 처럼 프로보노를 비롯한 전문 자원봉

사에 대한 내용적 기술적 지식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봉협에서 이를 직접

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성격, 사회적 역할기대, 목적사업으로써의 타당성 및 조

직적 역량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기존의 재능나눔 사업을 캠페인으로써가 아닌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

한봉협의 중장기 사업 중 하나로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면,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의 내용 중 하나로(전문 자원봉사의 한 모델로써)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국내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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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 방안

  
1. 2010-2013 재능나눔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재능나눔의 의미와 사업방향성 혼재

   ◯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내부 담당직원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통해, 재능나눔은
   - 자원봉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써 일반적인 도움의 손길 제공에서부터 전문적 기술과 지
식을 활용한 전문적 봉사활동 내용을 지칭하는 개념까지 매우 혼재되어 인식되고 있음.
  ◯ 사업의 방향성에서는 사업 초기, 재능나눔의 참여대상 및 재능나눔 하위프로젝트에서 
제시된 해당 재능 등을 볼 때 이는 전반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사
업이었으나, 
    - 2011년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SK 지정기탁)을 계기로, 2012년부터는 ‘전문 자원
봉사 프로그램’ 에 대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전환 및 특정 대상(기업 은퇴자 등) 재능나
눔 사업,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 등 일관된 사업 방향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2) 재능나눔 사업의 전략적 추진 미비

   ○ 한봉협의 중장기 전략기획 및 전략목표와 재능나눔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 기존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특성화된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또 다른 특성화 

캠페인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 전국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참여문화 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한봉협의 
       고유역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봉협의 중장기 전략기획 및 전략목표와 재능나눔 사업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찾기는 어려움.
      
   ○ 또한 본 사업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원봉사를 단순히 알리는 캠페인이라기 보다는 
재능나눔 자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끔 하는 ‘직접 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경우 한봉협 조직 자체의 전략기획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
음. 특히, 본 사업을 통해 한봉협 조직 자체의 발전, 사회적 파급력과 지속력, 정책적 영향력 
등 무엇을 성과로 남길 것인지를 사업 초기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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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마무리되었어야 함.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① 재능나눔 사업의 구체적 전략목표와 기대 성과 제시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라는 추상적 방향성 외에, 초점 있는 명확한 방향의 
       제시가 어려웠으며, 
     ⦁1차년도의 전국적 규모의 가시적 캠페인 참여 성과와 홍보에 비추어,
       최소한 2차년도 부터는 구체적이며 달성 가능한 측정 목표 제시 했어야 할 것임.
     ⦁1-2차년도 성과가 한봉협 자체나 회원단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3-4차년도 부터는 오히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축소되는 결과.

→ 언론 홍보 기사화 이외, 본 사업을 통한 한봉협의 전체 자원봉사계의 리더십 역량

강화, 전문 자원봉사 자원의 발굴과 이를 통한 비영리조직의 역량 강화 등 사회적 영향력

을 갖는 사업으로의 비전과 성과 제시가 필요

   ② 사업 대상인 재능나눔 자원 및 자원 활용처의 타겟팅 부재, 
     ⦁우리사회에서 전문적 재능을 보다 더 끌어내어 참여시켜야 할 재능나눔 자원 계층을 

보다 더 타겟 하여 이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에 따라 사업 초기에만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효과를 보이고, 이것이 지속적인 
파트너로 남지 못함.

     ⦁전문적 재능 봉사 자원을 더욱 필요로 하는 비영리섹터 내 수요처, 즉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전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전문 자원봉사 프
로젝트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를 인식시키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 강화는 미흡
했던 것으로 보임. 

 → 특정 산업 분야나 직능분야에 초점 두고 이에 해당하는 현직/예비/퇴직, 회사/단체/그룹

등 전문 재능나눔 자원을 타켓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 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규모의 비영리조직 모두를 균형 있게 사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

   ③ 한봉협 내외부의 잦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한봉협 사업으로써의 안정화와 
      연속성 유지 곤란
     ⦁ 1-2차년도에 비해 3-4차년도에는 재능나눔운동본부의 해체와 직원들의 계속되는 이

직으로 인한 사업 담당인력의 부족 인해 기존의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 사업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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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기업으로 부터의 재정적 후원도 한해에 국한된 지정기탁 형태로써 재정적 안정
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한봉협의 구조적 재정적 불안정성은 본 
재능나눔 사업이 전국적 캠페인 사업에서 공모형 사업으로 축소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 

     ⦁ 결국 재능나눔사업의 캠페인적 성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한봉협 본래 사업으로써의 
후속 캠페인이 지속되지 못했고, 또한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 채 공모형 사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사업의 일관성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 단년도 캠페인성 사업 성격으로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이을 수 있는 ‘자원봉사

가치와 문화 및 참여 확산’을 지향하는 또 다른 단년도 캠페인으로서의 사업 구상과

함께(공익광고형 홍보성 캠페인은 한봉협의 기본 토대 사업으로써 전제), 한봉협의

직접사업 중 하나로써 사업명칭 변경을 포함한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 구상 필요

  ④ 재능나눔 사업 전략방향 모호성, 

     ⦁ 재능나눔 자원의 타켓팅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부분에서 확장 가능한 파트
너 단체와의 협력 없었으며, (홍보와 모금 부분에서의 파트너 단체만 있었음)

     ⦁ 지역단위에서 실제 전문 재능나눔 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수요처를 개발하여 연계시
키는 활동조직(재능나눔 협력단체) 에 대한 지원, 훈련, 협력 미흡. 

     ⦁ 이로 인해, 한봉협 내 적은 인력으로 모든 사업을 직접 다 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

  → 직원의 헌신이 사업의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전략 마
련 필요. 브레인으로써 아이디어 기획 역할과 강력한 파트너 단체 및 활동 조직(지역

자원봉사센터 등) 이 사업 추진 동력으로 참여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비전의

제시와, 사업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

 ⑤ 사업 재정의 정부 의존성 

    ⦁실질적 예산 출처로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예산에 의존함으로써 사업의 내용
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재능나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판단됨.

    ⦁재능나눔 봉사가 간접적 현금의 가치를 갖지만,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이며, 실
제 한봉협의 사업추진 예산을 의미하지 못함. 

  → 한봉협 조직운영 및 사업에서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는 영역 발굴

및 재능봉사 서비스와 기부를 함께 받는 방안 필요.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등을 위한 회원단체 및 비영리조직 대상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통해 회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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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 재원의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3) 비영리조직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적 준비 지원 미흡

  ⦁ 전문 자원봉사 제공 자원의 발굴 뿐 아니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단
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조직규모에 있는 비영리조직이 실제 어느 
정도 전문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 자원봉사를 관리
할 역량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 등 사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사업 초기 
년도 수요처의 신청만 받음. 

  ⦁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협력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센터에도 전문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
고 있으나, 전문 자원봉사를 직접적인 주제로 한 교육과 자원봉사센터의 본 재능나눔 
사업 참여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제시는 미흡

  → 전문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인 욕구조사 실시 및 현장에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는 전
문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이를 위해 교육 자료, 사례의 준비 등 사전 정보

를 확보하며, 조사와 교육을 통해 한봉협의 조직적 리더십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임.

4) 재능나눔 발굴자원의 지속성 확인 안됨

  ⦁ 1차년도에 걸쳐 2차년도까지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통해 새롭고 많은 다양한 재능
나눔 자원을 발굴한 것이 사실이며, 가능성에 대한 자극제가 된 성과가 있었음. 

  ⦁ 이후 이들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의 내용 없어 
어렵게 발굴된 자원들이 사장될 우려. 

→ 재능나눔 참여 자원들에 대한 데이터 축적, 전문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 약속, 한봉협

에서 지속적인 관심 제공(뉴스레터, 회원단체 가입 권유 등),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

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필요

2.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전략 방안 제안 

1) 재능나눔 사업 고도화 전략의 의미 :

   캠페인 사업과 목적 사업의 분리를 전제로 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으로의 
전반적 방향성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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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도 즉 2013년부터 한봉협의 재능나눔 사업은 ‘내용적’ 측면에서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과 이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관리역량강화의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 이미, 캠페인 슬로건으로써 자원봉사 용어를 대체하는 의미로써의 재능나눔이 사회적

으로는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음.

  ◯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문성’ 의 렌즈를 통해 자원봉사를 접근하는 것으로, 
     한봉협의 중장기적 ‘목적사업’ 중 하나로써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이며,  
    - ‘재능나눔’은 전문성 보다는 보다 더 ‘일반적인 재능’의 렌즈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단기적 ‘캠페인 사업’의 방향성이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또한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써의 접근은 실천현장에서의 비영리조직의 기획 및 
관리능력, 중간 매개기관의 자원발굴 및 연계/컨설팅 능력, 비영리조직과 전문 자원봉사 
     자원의 지속적 파트너십이 가능하게끔 이를 준비, 교육, 자원정보의 제공, 훈련, 지식 
     공유와 확산, 네트워크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한봉협의 사업 내용이 중요하며,
    - 캠페인으로써의 ‘재능나눔’은 잠재적 자원의 발굴과 동원, 바쁜 현대생활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1회적, 단발적 활동으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써 중요하였다는 
차이가 있음. 

  ◯ 향후 본 사업은 캠페인으로써의 재능나눔과 중장기 목적사업의 하나로써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차별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 전국적 자원봉사 대표기구로써 한봉협의 중요한 목적 사업중 하나인 ‘캠페인’은, 
      ‘오블리스 노블리주’ → ‘재능을 나눕시다’ 에 이은 자원봉사 참여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의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슬로건의 캠페인을 구상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의 방향은 캠페인 사업으로써의 재능나눔을 통해 

발굴된 자원과 축적된 한봉협의 역량을 단년도 캠페인 사업 종료와 함께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 한봉협의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조직적 및 사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능나눔 사업의 고도화 전략을 ‘전문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확산과 
정착을 위한 한봉협의 중장기 목적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여, 한봉협 자체에서 보다 구체적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계획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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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비전과 가치 제안

  ▶ 한봉협이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기업과 회사, 단체와 개인 등이 지닌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전문적 재능과 경륜을 
    비영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문성의 사회적 이타성을 확산시키고, 질적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견인한다.

  ▶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한봉협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전문성의 사회적 공익성 가치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자-비영리조직)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비영리조직 역량강화 효과성
   
3)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한봉협의 사명 제안

   ▶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의미 있는 봉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비영리조직이 전문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 파트너십과 거점 단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제안

 

  
 전략 1. 자원봉사계로부터 조직적 리더십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주춧돌로써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욕구 및 준비정도 파악하기 위해 회원단체를 포함하여 
       중소규모에 이르는 비영리조직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수요조사 실시
    ⦁ 기존 재능나눔 캠페인을 통해 발굴된 전문 자원봉사 자원과 MOU 협약기관 등을 
       재 추적하여 지속적 재참여 유도 
    ⦁ 한봉협의 전문 자원봉사에 대한 조직적 준비, 지식과 컨설팅 역량(내용과 기술 등), 
       사례와 정보 등 자체 역량 구축 

   
 전략 2. 실천현장에서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한 파트너십과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사업추진 

    ⦁ 기업 사회공헌, 프로보노, 사회복지 조직, 풀뿌리 자원봉사조직 등 전문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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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원과 수요측면,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측면 고려하여 관련된 파트너 단체를 
       확보하고 역할 위임과 분담 등 공동 협력
    ⦁ 중앙자원봉사센터, 광역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통해, 지역에 기반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중간 매개조직인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원(자원발굴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조정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역할, 정보 제공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수행될 비영리조직에 대한 준비-프로젝트 관리-평가에 
       이르는 교육과 컨설팅 및 워크샵 실시
    

   전략 3. 성과의 가시화를 통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확산 

    ⦁ 한봉협의 조직 및 인프라 영역 중 한 부분(홈페이지 재편성, e-Library 구축 등)에 
       대한 외부 전문 자원으로부터의 프로보노 프로젝트 운영 
    ⦁ 2012-13년도 한봉협 지원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행 단체의 사례 전파와 공유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다양한 모델(프로보노 모델, 비영리조직 역량 모델,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단기 집중형 모델, 지역사회 자원개발 캠페인 모델
       (billion+change와 같은) 모델 등 다양한 유형화 시도) 개발과 적용
    ⦁ 3년간 각 유형별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평가와 성과 확인 및 전파

   전략 4.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 자원의 타켓팅으로 개발과 참여 유도

    ⦁ (예시) 대기업 등 이미 사회공헌 우수한 기업이 아닌 2nd tier 기업 타켓
        *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표 단체 접촉
       - 각종 직능단체 협회(변호사,의사,간호사,약사,이미용,의상,방송연계,문화예술,스포츠 등)  
       - 전문직 퇴직자 혹은 예비 전문직 (이공대 학생 전공 동아리, 법학대학원 등)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문 자원봉사 자원(표 Ⅲ-1) 참조하여, 한봉협이 전략적 파트너 
          조직 확보가 가능한 대상층 우선 타켓하여, 전문 자원봉사 자원으로 참여 유도

    ⦁ 잠재적 대상 규모 파악 후 참여 동원 목표치 설정 및 참여를 이끌어 낸 자원과 
       이들이 활동 가능한 비영리단체, 활동 영역, 자원봉사센터 상호간에 정보 제공하여
       현장에서 매치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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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의 구성 및 연계방안 제안

    1) 기획 수준에서의 주요 파트너 단체

      ◯ 사업기획 및 주관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홍보 파트너 : 전국단위 방송사, 지역 방송사 또는 언론사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 기관에서 스스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 자원봉사 공급 부문 파트너 : 타켓팅 대상 계층 대표기구 또는 개별 기업
          * Billion+Change 예 참조. 대상 기업을 타켓팅 할 경우(예를 들어 전경련 사회 

공헌 백서 포함된 220여개 기업 중 선택하여 개별 기업 대상 직접 설득)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수요 부문 파트너 : 회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 교육, 컨설팅 부문 파트너 : 프로보노,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관리 부문 등 
                                   전문기관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자들 대상 교육 및 워크샵, 컨설팅 수요 대응

   2) 활동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주요 협력단체

      ◯ 활동 네트워크의 중심 파트너 - 중앙자원봉사센터 및 광역자원봉사센터
         * 매개 조정 기구로써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기반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활동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 비영리조직(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풀뿌리 시민단체조직, 지부 조직 등) 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공급-수요 연계 등 가능하도록 필요성 공유한 후, 한봉협이 교육 및 워크샵 실시 
      ◯ 회원조직 중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모델 참여 희망 단체

     

한봉협 파트너파트너

BA C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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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주 내용

  ◯ 사업 기획 및 관리, 평가
    - 전문 자원봉사 공급자원 타겟팅 확정, 기획수준에서의 주요 파트너 단체 확보
      * 파트너 단체의 주 역할 및 협력 내용 명확화
    - 안정적 재원 출처 확보, 전문 자원봉사 참여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후원
    - 공급 및 수요처 대상별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 준비
       (조직적 준비, 욕구 및 문제확인, 프로젝트 개발, 실행을 위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 인정과 축하, 평가 전 단계)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준비/실행/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및 지표 준비
      * 본 보고서의 참고1. 기관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준비 점검표(예) 및 참고4.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평가틀 및 평가문항 참조 가능
    - 년 간 성과목표 및 평가계획 수립 
    - 최종 평가 실시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 봉사자 및 비영리조직 대상
                      
  ◯ 전국적 전문 자원봉사 수요(필요성 인식) 및 조직적 준비정도 설문조사

  ◯ 워크샵 및 교육 실시
    - 기존 한봉협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단체 사례 정리
    - 광역 단위 자원봉사센터 대상 워크샵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 봉사자(기업/회사/개인/그룹 등) 및 수행 비영리조직 
      담당자 대상 워크샵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시행 유형 개발 및 시험 적용
    - 프로보노 모델로써 제공 기업 및 수요 비영리조직 연계하여 시범 프로젝트 수행
      (한봉협의 프로보노 서비스 수혜 포함)
    - 유형별 1개씩 지정하여 시범 적용 후 평가하여 유형 재정돈
    - 광역 단위 최소 한 개의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집중 지원 및 관리
    
 ◯ 전문 자원봉사 자원 개발 목표 설정 및 참여 유도 
   - 재능나눔 캠페인 참여했던 자원 재추적 및 지속 참여 유도
   - 특정 영역/계층 대상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 자원 타켓팅 및 참여 유도
     * 서약서, 인증서 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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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자원봉사 관련 지식, 정보, 자료의 축적 및 확산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관리 매뉴얼 자료화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유형별 사례집 화
   - 전문 자원봉사서비스 카탈로그 제작
   -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센터관리자 대회 등 세션 발표 

7) 단계별 사업 추진 (안)

   ◯ 총 사업기간 : 3년 (2014-2017)

    1차년도 : 추진체계 및 기본 역량 구축

      ⦁사업계획 및 재원 확보
      ⦁파트너십 단체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참여 구축
      ⦁전국에 걸친 전문 자원봉사 수요 조사
      ⦁기존 재능나눔 자원 재추적
      ⦁기획수준 참여단체 및 지역별 워크샵
      ⦁한봉협 자체 프로보노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2차년도 :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유형별 시행 및 컨설팅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 자원 발굴 동원

      ⦁전문 자원봉사 활동 카달로그 제작(전문 봉사자 그룹, 활동가능내용, 활동처 수록)
      ⦁지역단위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발굴 및 연계 시행(자원봉사센터 추진)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유형별(전문 자원봉사그룹-비영리 파트너십 기반 유형) 
        참여희망 수행기관 지정 - 시행 - 컨설팅
      ⦁잠재적 전문 자원봉사 자원 타겟팅 및 집중 발굴 참여 유도

    3차년도 : 인정과 축하 및 평가

      ⦁지역단위 및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유형별 참여 봉사자와 수행기관 대상 이벤트
      ⦁지역단위 및 전문 자원봉사 프로젝트 유형별 사례 정리(관리단계 형식 맞춘 내용)
      ⦁수행기관 대상 해당 프로젝트 성과 평가 시행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 센터관리자 대회 등 발표
      ⦁한봉협 차원에서의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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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재능나눔사업 전략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재능나눔사업 전략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

이 설문은 재능나눔사업의 사업전략을 기획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업전략기획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의 각 물음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의견에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위 목적의 조사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자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선생님의 응답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의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하신 의견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연구자: 최영훈 교수 ․ 정진경 교수 (광운대 행정학과)

※ (회신기한) 2013. 7. 17 (수) 오후 6시; (회신처) ilwonjari@kw.ac.kr

항목
측정

그렇다
아마도

그럴것이다
아니다

1. 재능나눔사업(이하 "사업")의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은 이 사업

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담고 있다.

2. 사업의 가치에 대해 사업 담당자 사이에서 자주 논의한다.

2.1. 사업의 가치에 대해 담당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3.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

3.1. 사업의 비전에 대해 담당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4. 사업담당자들은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제약에 대해 성찰한다.

5. 사업은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

6.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7.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를 갖고 있다.

8.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9.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들은 서로 일관성을 지닌다.

10. 사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은 안정적이다. (즉, 지난 1년간 커다란 변

화를 겪지 않았다)

출처: Shapiro, J. Strategic Planning Toolkit( http://www.civicus.org/new/media/Strategic%20Planning.pdf)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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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SWOC 조사지

재능나눔사업 전략기획 Session을 위한 의견조사

이 의견서는 재능나눔사업의 기관전략을 기획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미래방향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추후 전략기획 Session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할 것입니다. 작성
하시어서 아래의 이메일로 각각 보내어 주시고, 추후 전략기획 Session 개최 시 사본을 
지참하시어 논의에 임하여 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기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술하는 양이 많다고 여겨지더라도 빠짐 없이,

깊은 고민을 담아, 그리고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위 목적의 조사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선생님의 응답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주
심에 감사드리며 작성하신 의견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6일

연구자: 최영훈 교수 ․ 정진경 교수 (광운대 행정학과)

※ (회신기한) 2013. 7. 30 (화) 오후 2시; (회신처) ilwonjari@kw.ac.kr

o SWOC 분석 Template

※ 내부적 강점(S)과 약점(W)은 재능나눔사업을 추진(기획, 관리, 운영 등)함에 있어서 사업 

인력, 재정 및 조직체계(2010년의 경우 '본부'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 예산, 사업구성, 협

력단체 구성, 등과의 연계관계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 및 분량에서) 자유롭게 아래

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 강점 상세 설명 강점의 유지/강화 방안

내부적 약점 상세 설명 약점의 최소화/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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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 기회(O)와 제약(C)은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환경에서 기회로 생

각하시는 것과 제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기술은 기관

전략기획의 부분과 같습니다. 아무튼 재능나눔사업의 외부환경에서의 기회와 제약 요인의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 및 분량에서) 자유롭게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환경에서 기회 요인 상세 설명 기회 활용 방안

외부환경에서의 제약요인 상세 설명 제약 극복방안

o 핵심성공요인 Template

※ 위의 강점, 약점, 기회,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셨을 때, 재능나눔사업의 존속, 유지, 성

장에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핵

심적 성공요인을 구현하기 위해 한봉협이 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는지요? (내용 및 분량에서) 자유롭게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성공요인
좌측 핵심성공요인의 
견지에서 사업이 잘 

기능하는 이유

좌측 핵심성공요인의 
견지에서 사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역량/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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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능나눔사업의 사명(mission), 가치(values), 비전(vision) 기술 Template

1. 재능나눔사업의 현행 사명은 무엇인가? 현행 사명이 동 사업의 설립 목적, 활동, 대상, 독특성에 대
해 무엇을 말하는가?

1.1) 재능나눔사업의 현재의 사명이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기재해 주세요. 만약 현재 사명진
술이 없다고 여기신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1.2) (재능나눔사업에 대해 현재 사명 진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하여) 현행 사명이 동 사업의 
설치 목적, 활동, 대상, 독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또는 의미가 와 닿는지 등을 기술해 주세요.

2. 재능나눔사업이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또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3. 이러한 욕구충족/문제해결에 있어서 재능나눔사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역할이 타기관의  유
사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3.1) #2에서 제시하신 욕구의 충족이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재능나눔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하여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31.2) 이러한 역할이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달라야 하는지를 기재해 주세요.

4. 이러한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능나눔사업으로써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재능나눔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동사업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
(이들의 관심에 부응)하여야 하는가?

5.1) 재능나눔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가/

5.2)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이들의 관심에 부응)하여야 하는가?

6. 재능나눔사업의 핵심적인 철학(또는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7. 재능나눔사업의 현행 사명은 시의적절한가?

(#1.1에서 현재 사명 진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술해 주세요)

8. 재능나눔사업의 현행 사명에서 변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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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1에서 현재 사명 진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술해 주세요)

8.2) (#1.1에서 현재 사명 진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술해 주세요)

9. 재능나눔사업의 사명 진술.

(#8에서 재능나눔사업의 사명을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시거나, 아니면 #1.1에서 재능나눔사

업의 사명진술이 없다고 기재하신 분들은 여기에 '새로운 사명'을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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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외부설문조사지

설문지 번호 :

재능나눔 사업의 미래 "큰 그림"(Big Picture)에 관한 의견조사

본 조사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한봉협")가 향후 만들어 가야 할 재능나눔 사업 관련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행하는 의견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아래의 연구진은 그동안 재능나눔 
사업에 대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신 분들의 고견을 들어 수렴해 
내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아래의 물음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담아 주시면 재능나눔 사업이 향후 나아
갈 모습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연구진은 확신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위 목적의 조사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
도 선생님의 응답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기탄없는 의견을 내
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하신 의견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2013년 7월 26일
연구자: 최영훈 교수․정진경 교수 

(회신기한) 2013. 8. 7 (수) 오후 6시;

(회신처) 139-701 서울 노원구 월계1동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한울관 518호 최영훈 교수
(연락처) 최영훈 교수: 010-7737-3962, ilwonjari@kw.ac.kr

■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소속 기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사회복지   ② 자원봉사단체   ③ 자원봉사센터   ④ 기업    ⑤ 정부    ⑥ 기타
2. 귀하의 소속 기관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단체 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개인
3. 귀하의 현 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부서명: 역할:

4, 귀하의 현 소속기관 직급은?

① 사원급     ② 대리/과장급     ③ 부장/사무국장 급      ④ 임원급      ⑤ 기관장급 
5. 귀하의 자원봉사계 관련 직업경력은 몇 년 정도 입니까? 년    개월

다음은 재능나눔사업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식견에 따
라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해당 난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능나눔활동 이라는 용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예) 전문자원봉사활동, 기업사회공헌,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베이비부머, 프로보노, 전

문직업, 전문기술, 재능나눔=자원봉사, 전략적 봉사프로그램, 한봉협, 캠페인, 자원봉사센

터, 퇴직자, 숙련된 경험, 자격증, 모호함, 문화예술가, 방송연예인 등 구체적인 단어

2. 다음의 봉사활동 특성에 대한 각 진술에 대해 자원봉사활동과 재능나눔활동(skill-based volunteering)

중에 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난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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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①일반봉사활동      ③ 같다      ⑤재능나눔
활동 →

문제해결 중심의 봉사활동 목적 강조 ① ② ③ ④ ⑤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를 
맞춤 모집

① ② ③ ④ ⑤

봉사자의 자발적 동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감 배치

① ② ③ ④ ⑤

정해진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 내의 체계적 
활동 강조

① ② ③ ④ ⑤

기관의 전략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활동 관리 요구

① ② ③ ④ ⑤

봉사활동의 결과적 성과를 보다 지향 ① ② ③ ④ ⑤

기업, 전문단체 등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봉사활동 중심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의 생각에 아래의 4사분면에서 <재능나눔활동>에 속하는 것을 골라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O 또는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자체의 유형
일반 봉사자 전문직 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활동의 성격 

단순노역의 제공 ① ②
전문기능의 제공 ③ ④

4. ‘재능나눔 활동’에 있어 바람직한 성과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응답)

① 숙련된 직업적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

② 기업 사회공헌의 확산

③ 사회복지/시민사회/자원봉사단체 등 비영리기관의 조직역량 강화

④ 특정한 사회문제 및 미충족 욕구 해결에 기여 

⑤ 전략적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 향상

⑥ 전문적 지식/기술/경력을 가진 잠재적 봉사자의 발굴 및 참여촉진

⑦ 사회적 성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촉진

⑧ 기타 :

⑨ 별다른 성과 기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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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그간 한봉협에서 추진해 온 재능나눔사업의 목적 및 내용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사
업
목
적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
로 연결시켜 자원봉사문화 
정착
•재능나눔 봉사자의 조직
화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
의 전문봉사  활동 생성
•자원봉사의 질적성숙도
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확대

•2010년에 이어 다양한 
사람들(남녀노소, 사회지
도층과 일반인)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 자원봉
사문화 정착
•사회지도층 및 기업 
재능나눔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지역사회 재능나눔 활
동단체  발굴 및 지원
•지역,기관 네트워크 형
성 및 재능나눔사업 연
계 추진

•재능나눔 조사, 연
구를 통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전문직, 고학력, 베
이비부머등 유휴인력
을 자원봉사로 유입
•재능나눔 봉사자의 
전국 광역 및 시군구 
네트워크화
•소규모 조직의 재
능나눔활동지원을 통
한 풀뿌리자원봉사활
성화촉진

•풀뿌리 재능나눔 활
동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재능나눔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 정립
•프로그램지원(공모)사
업에 대한 사후관리제
도 제고
•프로보노의 재능나눔 
활동을 통한 민간 자원
봉사단체 지원체계 마
련

사
업
내
용

•오드리 헵번 프로젝트
•슈바이쳐 프로젝트
•마더 테레사 프로젝트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캠페인(기업,단체,개인)
등

•주요사업
-주변환경개선; 문화․
예술; 멘토링 , -포럼,
-홍보
•연계사업(중소기업, 한
국생산성본부, 예술의전
당, 한국철도공사)

•홍보
•컨설팅
•프로그램모델 개발
•공모사업
•연계사업(중소기업,
예술문화단체, 공사)

•기업 은퇴자 대상 앙
코르 스쿨
•프로보노-민간 자원
봉사단체 멘토링
•재능나눔 풀뿌리단체 
역량강화 사업
•홍보사업

5. 한봉협이 재능나눔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과 가까운 내용은 무

엇입니까?

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본 사업과 관련한 한봉협 내부의 혁신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③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관련 조직/기관과의 협력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④ 한봉협의 본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중단해야 한다

⑤ 다른 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정보센터 등)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⑥ 본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중단해야 한다

⑦ 기타 :

6. 성공적인 재능나눔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선 또는 보안되어야 할 다음의 각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

와 이를 한봉협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     용
개선/보완에 대한 

동의정도
‘한봉협’이 해야 할 역할 

동의정도
①전혀동의안함 ← →⑤매우동의 ①전혀동의안함 ←→ ⑤매우동의

사업 기획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홍보 및 캠페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나눔 봉사활동  관리전략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단체/수요처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업 등의 봉사부서의 봉사 알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봉사자 매뉴얼 개발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나눔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나눔봉사 프로그램 직접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재능나눔 공모사업 수행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회원단체 재능나눔프로그램 지원 통한 참여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원봉사센터(중앙 및 지역)와의 협력과 
역할분담 통한 참여 확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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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Points of Light, Center for Employee Volunteerism Membershi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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