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원봉사의 해,
자원봉사가 물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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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10대 캠페인

자원봉사 10대 캠페인이란?

자원봉사 10대 캠페인 추진 동기
더 잘 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해결
해야할 과제들을 자원봉사캠페인으로 실천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
기 위함

자원봉사 10대 캠페인 선정 경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과제를 반영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구자원봉사 10대 캠페인 과제를 결정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UN의 개발의제였던 새천년개발목표 (MDGs)를 새롭게 정립한 지
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중심의 목표가 아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
해관계자를 참여시킨 국제사회의 공동의 개발목표라 할 수 있음

●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국제사회가 달
성해야 할 목표들을 의미함

10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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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캠페인 참여방법

A

몇사람이 모여서 해보고 싶어요

1) 교육을 받고 캠페인 피켓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교육자원봉사 포함 시간 인정)
가. 대구자원봉사의 해 오리엔테이션 받기
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 주제찾기
다. 시민과 함께 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 피켓만들기
라. 활동장소와 시간 정하기
마. 자원봉사활동 및 평가하기

2) 활동물품지원이 가능해요.
20명이내의 자원봉사자인 경우 활동물품 지원함(활동후 반납)
캠페인 도구：피켓, 현수막, 어깨띠
캠페인 장소：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
(공원, 주요네거리, 주거밀집지역, 지역 이벤트 장소 등)

B

자원봉사 단체예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토의를 통해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캠페인 준비를 직접하시거나 소속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상담하세요.
(일부 캠페인 도구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시(구·군)센터에 문의(1365)

ਰݱઔ
Ԛভҿ՞
모든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져요
복지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사회적 자원의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구조적 실업, 이혼, 핵가족 등 신사회적 위기상
황에 대처할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제도권 외 민간
자원의 도움이 필요함

10대과제

NO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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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과제

ZERO HUNGER AND
GOOD HEALTH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해요



ӥӋൟԋ൰ࢃൡ
߆ؚأ՞

실천과제

외롭지 않고 건강한

ӿज़ਈڳ՚নઘ

아동의 결식은 성장과 생명에 영향을 주며,
아동 스스로 결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호가 필수적임

ਊૺൡൠԯ՚নଂԖ

자원의 빈곤은 영양상태 악화와 질병을 가져오며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됨

ૌঞಣೠনീ
ऽఃଵ՞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섭취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עೠޭࡃٽऽః
ଵ՞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문제, 건
강한 식재료에 대한 욕구 등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생활이슈를 만
들어 냄

ݾహഺۙઋൟ՞

노년생활을 만들어요
2017년 우리나라는 어르신 인구비율 14%
이상의‘고령사회’
가 될 전망임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특히
빈곤 어르신의 경우 정서적 고립감, 자살 등의
문제들이 동반됨
어르신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여가활동, 신체적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기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10대과제

WELL-BEING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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क़ૅؚ
QUALITY EDUCATION
ӥӋൡમीࡃ
തथԯમஶൟ՞
10대과제



ૌӁଔԘ
थଔൟ՞
인간다운 삶, 서로 존중하고
권리로 이해해야 되요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건강성을 높여요

실천과제
ൠԯപݲਖ਼ࡒൟ՞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언어폭력 증대, 사이버폭
력 등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이 심각하므로 피
해·가해 학생지도를 넘어 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함
지역간 교육복지 기회가 평등해야 하며, 교육
을 통한 개인의 성장이 직업선택, 부 축적 등
으로 순환되므로 교육의 불공평한 기회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함
청소년이 가진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여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재능기부 실천이 필요함

ൠԯࡇक़ૅؚ
ԯમଂԖൟ՞
क़ૅؚٟ߆՞
ٟ՞࢘੭ٟԯમશݾ
തथԯમফ்ൟ՞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
대에 따라 자살예방의 체계가 필요하며, 생명
존중 윤리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함
소수자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 교육의 권리, 일
할 권리, 의료적 혜택의 권리 등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

10대과제

LIFE RESPECT AND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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ধ࠺ਊૺൡکধ
ځԴ߆՞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주변에 많아요
교통, 재난, 각종 생활안전을
스스로 지켜요
재난안전, 생활안전(범죄, 치안, 교통, 보행안전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과 위험환경의 개
선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범시민 공감대 형성이
교통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침
대구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
준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118.2건,
전국 93.7건)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함에도 일상적 위험으
로 인식하고 무감각해져 시민안전에 최대 걸
림돌이 됨

10대과제

SAFE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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லൡक़ࢻ
ফ்ൟ՞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소비문화를 만들어요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대에서 친환경적
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소비가 또 다른 구성원
의 삶의 상생을 가져와야 하며,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높아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 물건의 제조과정
에 대한 이해, 생산품의 재료와 노동자의 환경
까지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형태가 요구 됨

10대과제

RESPONSIBL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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ඝԄࡹඛځાࡃ
ࠜएݍফ்ൟ՞

10대과제

CLIMATE ACTION
AND CLEAN WATER



환경은 미래를 위한 자원이에요
‘에너지 고갈 → 에너지 빈곤 → 삶의 질 저하’
라는 악순환을 끊기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파
리협정’채택함. 지구평균기온 상승 낮추기, 온
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필요함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므로 물을 아
껴쓰는 자세가 필요함

실천과제
ഥ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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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과제

COMMUNICATION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소통의 기본이에요


실천과제

120

ॄಡ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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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지역 통합콜
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가 낮음

ࡉछඦஶൟ՞

시민들의 의견과 다양한 제안은, 서비스 개선
을 위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생활과 관련
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 함

ಡੁळ
ߣૌएൟ՞

이웃간의 사소한 갈등은 관계단절에서 비롯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 분
위기 조성이 필요함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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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과제

글로벌 시대,
있는 그대로 다양성을 존중해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국제원조투명성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글로벌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도
약이 필요함
분단국가에 대한 인지와 민족공동체 의식, 동
질성 회복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
어야 함

2015년 기준 우리국민 중 다문화가족구성원이
82만명으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함으로
써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대구자원봉사의 해 관련행사

GLOBAL VOLUNTEER
AND CULTURAL
DIVERSITY

실천과제
ࡦݾઘࢊए
ࠚඛԖભൟ՞

1. 대구자원봉사관리자워크숍
일

시 2016. 6. 16 (수), 호텔라온제나

ࠚඛૅٯी
ଔൟ՞

내

용 주제발표, 구.군 오픈토론을 통한 미션수립

참가대상 대구자원봉사 유관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140여명

झಡ࠺ࠚඛԖભۢ
ಿ્ধځࢻൟ՞

2. 대구자원봉사박람회
일

시 2016. 9. 23 (금) ~ 24 (토),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용 자원봉사관련 70여개부스 (공연, 체험, 단체소개)

참가대상 대구시민 누구나 참가
* 부스관람과 현장자원봉사 활동후 활동시간 2시간 인정

3. 국제컨퍼런스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자발
적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적 사례발표, 세계의 자원봉사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대구자원봉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지를 다짐. 또한,
관련 자원봉사자와 담당자들의 소통을 통한 대구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미
션을 수립하고자 함
일

시 2016. 11. 2 (수) 10:00 ~ 17:30, 만촌인터불고

내

용 기념식, 주제발표, 토론, 기념만찬 및 소셜픽션 및 미션수립

참가방법 대구광역시(구·군)자원봉사센터 문의(국번없이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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