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생활
속 자원봉사활동

Community Volunteer
Centre (CVC) 는 어떤
곳인가요?
Community Volunteer Centre(CVC)
는 Raeburn House의 소속기관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북부 오클랜드 지역사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수 있으며 CVC는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소개해 드리는 기관입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란 경제적인 댓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기술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Volunteer)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백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비영리 단체의 노동인력의
67%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자가 요구되어
지지 않으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일 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원하시는 봉사의 방향에
따라서 사무실 업무나 사무실 외 업무을 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어서 자원봉사자로 하는 일 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IT 관련 업무, 웹디자인 업무, 조언자 역할 업무, 방문
영어 교육, 통역업부, 고객 서비스 안내 업무, 관리,
정원 가꾸기 업무, 장애인 지원 업무, 노인분들 지원
업무, 리테일 샵 업무, 행사 도우미 업무 등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시간을
봉사 하면 되나요?
봉사 하시는 일의 종류와 자원봉사자분들의
개인상황에 따서 다릅니다. 어떤 봉사는
주마다 정확한 날짜에 일해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봉사는 매우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조정하여
적게나 혹은 많이 조정 가능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나요?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은 자원
봉사활동에 기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은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시기 원하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든 기쁘게
일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잇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 하실 경우,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외국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서 벗어나 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Success Stories
“저는 5개월 전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쪽 분야에 경험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일을 찾던
중 CVC에서 소개해 준 스펙트럼케어(Spectrum Care)에서
지적장애가 있으신 한국 분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련 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 한국사람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게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과 좋은 친구가 되었고 정말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hil Kim)
“저는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음악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VC를 통해 알바니 하우스(Albany House)에서 운영하는
`Good Vibrations’ Music Group 에서 통역을 하는 일을
제안 받았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얘기하는 이 모임에서 한국분들을 위해 통역해드릴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좋은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주신 CVC에
감사드립니다!” (Myung Shin)

자원봉사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희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람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찾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Step 1 -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자원봉사신청서(Volunteer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셔서 Community Volunteer Centre에 등록하여
주세요. 자원봉사 신청서는 Raeburn House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Online Volunteer Application Form
이메일 주소: cvc@raeburnhouse.org.nz

Step 2 - 자원봉사 상담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상담사와 상담시간을
정하시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기술, 가능한 시간,
관심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관들과
봉사활동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원봉사 상담은 무료
서비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Step 3 - 자원봉사자 배치
봉사활동하실 기관과 활동을 CVC 상담을 통해 정하신
후, 해당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역할과
시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일단 기관 배치가 확정되면
해당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업무교육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Communi
t
yVol
unt
eerCent
r
e

Phone:(
09)4418989or021706393
cvc@r
aebur
nhouse.
or
g.
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