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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사회 특수계층,
재능기부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
- 한봉협, 선순환 재능기부 성과발표

복지 수혜자로 인식되던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 특수계층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

사 시혜-수혜의 개념을 넘어 ‘함께’와 ‘더불어’의 가치를 구현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봉협, 상임대표 손인웅)는 12월 14일 리더스나인 서대문점에서

<선순환 재능기부 성과발표회>를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서울

역 노숙인들로 구성된 채움합창단, 북한이탈주민들로 이뤄진 우리하나예술단, 외국인 이

주여성들이 활동한 생각나무BB센터, 다문화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린 달성군청소년센터

의 ‘다봉’, 장애인인식개선 확산을 주도한 한국곰두리봉사회 서울특별시지부 등이 참여

했다.

이나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컴파스 앙상블(지휘 신봉주)의 초청공연으

로 시작됐다. 이 공연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연주활동 중인 오동한 첼로연주자의 협연도

있었다. 이어진 성과발표에서 이중현 지휘자가 노숙인과 독거노인으로 구성된 채움합창

단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원, 자활 노숙인 등을 찾아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꽃동네사랑의집이 설립한 채움합창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초청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우리하나예술단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

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남과 북을 잇는 예술공연을 통한 재능나눔 사례를 발표했다. 김송

연 대표는 “최근 탈북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입 예술단원들이 생소한 개념인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배려와 함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 중 하나”

라고 말했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 이주민 인식개선 강좌개설, 관내 학교에 다문

화 체험부스 운영,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선거문화 홍보, 지역 축제 자원봉사

부스 운영,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마을활동가와 역사동아리와의 네트워크

등을 실시한 생각나무BB센터의 다양한 사업도 이채로웠다.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다문화를 주제로 재능기부 부스운영 등 다양

한 활동을 벌인 달성군청소년센터의 발표도 있었다.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한 팀을 이뤄 지역 축제에 베트남, 러시아 문화 등을 주제로 문화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 확산사업을 벌인 한국곰두리봉사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특수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좌를 개

설했다. 특별히 장애인 강사 양성은 자원봉사 선순환 구조의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한봉협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수혜자가 이어가는 재능기부 확산> 프로젝

트를 진행했다. 시혜와 수혜의 틀을 뛰어넘는 자원봉사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2019년에는 특수 사회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의 재능기부 참여문화 확산

을 목표로 <재능기부 우수프로그램 공모대회> 사업을 전개한다.

※ 문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070-7017-6622(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