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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바
람직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
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하였으며, 응답기관 15개 기관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분석
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은 교육유형, 교육내용, 교육
대상, 교육체계 및 인증주체 등과 관련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첫째,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자격과정(양성과
정)과 재교육(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어야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
한 공식적인 인증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과 신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관
리자 교육내용의 적합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자원봉사관리자교육현황

* 본 연구의 초고는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의 「제11차 자원봉사관리자포럼」
에서 주제 발제문으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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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
성과 자격인정, 그리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 및 양성과정
의 수립 등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된 화두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이 유급의 보상 활동이 아닌 무보수성과 무대가성을 그 기본 특성으
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인 시민참여활
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뒤따
라야한다는 자각과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
년, 2006년에 걸쳐 자원봉사계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
행령이 제정되었을 때, 정작 법안 제정 초기에 이슈로 등장되었던 자
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자격인증 및 양성과정,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절차에 대한 내용은 모두 배제된 채로 법안이 마련
되었다.
오늘날 한국자원봉사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
는 자원봉사센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자원봉사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강
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재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컸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도 자원봉사관리자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사
회적, 제도적 인정은 물론,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
근 정부가 자원봉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발표한 자원봉사활동 진
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 및 사회가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인
식하고 향후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책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인 일이라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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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근거로 우리나라 자
원봉사관리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
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청사진이 마련되었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자
원봉사관리자들의 직업적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정체성
현재 한국에는 자원봉사관리자라는 용어의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1),
문헌상에서는 아직도 자원봉사 조정가, 자원봉사지도자, 자원봉사관리
사, 자원봉사관리자 등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장려의 근거가 되는 자원봉사기본법의 발의 과정에
서 자원봉사관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1995년부터 행정자치부 산하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차원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이 볼런티어21 등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서서히 이루어지
기 시작하면서 그 교육의 대상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라는 명칭이 점
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비록 임의단체이긴 하나 자원봉사
1) Sue Vineyard와 Steve McCurley(1988)에 따르면, 자원봉사관리자의 명칭은 현재
Coordinator, Administrator, Director, Officer, Manager, Specialist, Chair 등 7가지 명
칭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관리조정자, 자
원봉사행정가, 자원봉사전문가,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원
봉사센터들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직업으로 아직 공식적인 직업분류에는 명기
되지 않고 있다(김성경, 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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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원봉사의 가치실현을 위한 전문가집단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가 결성되면서 자원봉사관리자라는 용어가 더욱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학술적으로는 남미애(1997)의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를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시설이나 기관이 행하는 활동 중 모집, 홍보, 교육, 배치, 평
가, 인정과 승인 등의 관리과정과 이런 과정을 다루는 전문인력으로서
의 자원봉사관리자를 정의하였고, 조휘일(1996), 김동배(1997), 김성경
(2002) 등의 연구에서 자원봉사관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8월, 자원봉사계의 숙원이던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원봉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자격규
정과 관련한 조항은 배제되었다.
현재 자원봉사관리자들은 정부 지원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민간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증이 없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 등 5개 정부부처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600여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단체(행정자치
부, 2007), 294개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시민․사회단체,
병원, 정부기관 등에서 무급, 유급 자원봉사관리자들로 활동하고 있으
나, 관리자의 기준과 기능이 모호한 실정이다(김성경, 2002). 현재 볼런
티어212)과 한국자원봉사연합회 등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와 몇몇 대학의 사
회교육원 등에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지속
성 및 실효성 등에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자들
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중
심으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
2) 볼런티어21은 ‘자원봉사관리자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아
울러 국제자원봉사연합회(IAVE)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주어 민간차원에서 자
원봉사관리자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다. 또한 자원봉사관
리자 자격과정(양성과정)과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업무능력 향상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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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의 부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이수 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현장적용에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들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였으며,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은 틀림없
는 사실이다. Matarazzo(1977)는 전문직의 발달을 개인 실무자들이 전문
직 분야에 개별적으로 입문(1단계)하고, 전문가조직을 형성(2단계)하며,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정식 교육과정의 발달(3단계), 전문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의 인준절차가 발달(4단계)하고 전문교육과정인 대학원 졸업
후 외부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자격을 부여(5단계)받게 되면 전문직 내
부에서는 전문직의 우수성을 유지하기위한 책무성의 과정을 확립(6단
계)하게 되는 6단계로 보았으며(Vacc and Charkow, 1999: 3에서 재인용),
Wilensky(1964)도 전문직업의 지위를 획득한 직업들에게서 몇가지 중요
한 단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것은 전일제 직업의 출현 → 직업
훈련학교 설립 → 전문가협회 설립 → 국가면허요건 규정 → 윤리규
정 마련 등이다.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사라는 명칭이 인정받게 되면서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전공학과를 통해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도 청
소년기본법에 의거,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자격검정시험을
치르거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전 교육
후 자격검정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 등이 병행되면서 전문직화의 길
을 걸어오고 있다. 최근 건강가정기본법이 입법화되면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설치 및 실무인력으로서 건강가정사라는 새로운 자격이 만들
어지고 있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
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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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행령에서는 건강가정사
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의 법제화 및 자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전문직으로서 자격획득 혹은 양성과정과 자격획득 후 업무능
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으로서의 재교육 과정이 분리되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봉사관리자의 경우 그 법적 근
거가 되는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전문자격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거니와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법이 빠져있어 자원봉사관리
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
며, 현장을 중심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역시 그 효과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의 자원봉사관리자교육 현황
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교육체계가 활발히
마련되어져왔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등이다. 이들 나
라들은 각 나라의 자원봉사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으며, 우리와 다른 특징 중의 하나
는 일찍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사회의 다양한 공식적
운영체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자
원봉사 선진국의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교육체계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현재 자원봉사단체, 전
미자원봉사관리자협회(Association for Volunteer Administration: AVA), 촛
불재단, 대학의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다(Mirabella and Wish, 20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 56에서 재인
용). 이들 교육과정은 AVA, 촛불재단3)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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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관리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및 비영리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자양성교육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관리자 재교육프로그램은 AVA아
카데미와 자원봉사관리훈련체계(Volunteer Management Training Series:
VMTS)로, AVA아카데미는 AVA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관리자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기초통합교육과정으
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3년 이하이고 기초 교육을 받은 개인과 기초
자원봉사관리에서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을 위해 계
발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업무 개발,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선발, 면접,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자원
봉사자 평가, 자원봉사자 인정 및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VMTS
는 촛불재단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관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만든 재교육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프로그
램의 기획,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자원
봉사자 지도감독, 자원봉사프로그램 평가 등 6가지 과정으로 구성되
며, 매 과정은 4시간씩 진행된다(Points of Light Foundation, 2007). 이외
에도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컨퍼런스나 워크샾, 세미나 등을 통해 다
양한 자원봉사관리자 재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과정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
American Humanics4) 과정, 그리고 사회교육원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에는 242개 대학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며(Mirabella and Wish,
3)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은 미국내 각 주에 흩어져있는 지역자원봉
사센터를 지원하고 추진하는 중심조직으로 1990년 부시대통령에 의해 설립되
었다. 미 국회를 통해 독립적인 예산지원을 받는 전국 규모의 민간기구로 자
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 강화, 전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Points of Light Foundation, 2007).
4) American Humanics는 비영리조직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대학과 비영
리조직 간의 산학협력 협의회(American Humanics Alliance)이다. 회원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비영리조직에서 인턴십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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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97개 대학원에서, 대학에서 1개 이상의 자
원봉사관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83개 대학이며, American
Humanics 과정을 7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Mirabella and Wish,
2000: 219~22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 59~60에서 재인용)으로 나
타나, 미국 내 자원봉사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상당수가 대학과의 교류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AVA에 의해
만들어졌던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인증과정(Certified in Volunteer Admini
stration: CVA)5)이다. 이는 자원봉사관리자 재교육프로그램인 AVA아카
데미를 실시하던 중 자원봉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실천가들
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직업적 역량이 필요함을 인식
하고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전문자격인증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자원
봉사관리에서의 전문적 윤리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VA는 전
일제 자원봉사관리자 경험이 3년 이상 되는 자 혹은 현재 직무 중 자
원봉사관리 업무가 50%이상인 자, 그리고 이 자격과정에 적절하다고

5) 전미자원봉사관리자협회(AVA)는 1960년 미국 내 자원봉사관리자 협회로 조
직되어 16여개 국 2,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제적인 전문가 협회로 발
전되었다. AVA의 설립목적은 자원봉사관리의 전문직을 강화하고 자원봉사관
리자의 능력을 강화로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관리자가 지녀야 할 직업적 역량
(competence)으로 ① 프로그램 기획과 조직(Program Planning and Organization)
② 직원배치와 감독(Staffing and Directing) ③ 조정(Controlling) ④ 기관, 지역사
회, 전문인과의 관계(Agency, Community, and Professional Relations) ⑤ 예산과 기
금모집(Budgeting and Fundraising) 등의 5가지 직업적 역량을 갖추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Fisher and Cole, 1993: 18-24). 2006년 1월부로 AVA는 재정적인
문제로 해체되어 CVA관련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가 윤리규정(Professional
Ethics in Volunteer Administration)은 CCVA(Coun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teer
Administration)으로 이관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전문가 협회 기능은
AVRM(Association of Volunteer Resourse management), COVAA(Congress Of
Volunteer Administrator Association) 등이 대신하게 되었다(Coun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teer Administration, 2007; Association of Volunteer Resources Management,
2007; Congress of Volunteer Administrator Associations, 2007).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89

슈퍼바이저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엄격하게 그 교육대상
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년 자격인증과정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자원
봉사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Congress Of Volunteer Admini
strator Association, 2007). CVA는 자원봉사관리영역에서 유일하게 세계
적인 전문자격인정과정이다. 1980년대 초기 AVA에 의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관리할 개별 실천가들, 즉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전문적 자
격인정과정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Coun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
teer Administration(CCVA)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미국, 캐
나다에서 400명 이상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적
어도 255명 이상이 이 자격증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Coun
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teer Administration, 2007).
(2) 영국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이 이루어져왔는데, 최근 ‘자원봉사관리자’를 표준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2004년 자원봉사국가훈련원(Voluntary Sector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VSNTO)6)에 의해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직무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NOS)작업을 수행하였고,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직무표준이 만들어지게 되자 자원봉사관리자의 교육과정 역시 표준화
6) 영국의 자원봉사국가훈련원(VSNTO)는 1997년 비영리조직을 위한 국가 위원
회, 북아일랜드 위원회, 스코틀랜드 위원회, 웨일즈 위원회 등 4개의 자원봉사
부문의 위원회 간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졌다. VSNTO는 전략적으로 유급 직원
과 자원봉사자, 관리위원회 멤버와 함께 자원봉사나 지역 사회 조직의 수탁자
들의 작업과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일을 한다. 정부와
자금원, 기술 위원회, 고용자, 교육 공급자들과의 전략적 작업을 통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학습 프레임 업무표준, 그리고 자원 개발
및 향상을 통해 효과적 실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숙련된 노
동력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섹터의 특수화된 직업을
위해 국가 직업표준을 개발하도록 라이센스를 부여했으며, 따라서 VSNTO는
자금을 조달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
다(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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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2007;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
(NCVO), 2004; 박윤애, 2007: 20-21).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의 직무표준(NOS)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자원봉사관리자의 훈련과 자격 부여에
관한 국가 공인 표준의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자원봉사관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관리자의 지식과 기술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리 부분에서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나 습득해야할 지식을 규정하기도 한
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리중인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관리
자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표준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직무표
준은 자원봉사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포괄적 지식과 이해와 기술을 포함해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바람
직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NCVO, 2004: 7).
그 밖에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영국의 교육과정은 전국자원봉사센
터(National Centre for Volunteering), 영국비영리조직협회(The National
Councils for Voluntary Organizations:NCVO) 소속 기관들, 자원봉사단체협
회(The Councils for Voluntary Service: CVS) 기관들, 그리고 대학의 비학
위과정 및 학위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Masterton and Pinnock,
200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03: 62에서 재인용), 자원봉사관리자들의
부문별 국가자격인증을 위한 전국 국영방송대학연합(National Open
College Network: NOCN)의 9가지 국가자격증 과정도 있다(National
Open College Network, 2007)
(3) 호주
호주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 역시 ‘자격과정’을 체계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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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로 일반 자원봉사자교육과 자원봉
사관리자 일반교육 및 ‘자격과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호주
의 경우는 자원봉사관리업무와 기관관리업무이외에도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 자원봉사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윤애, 2007: 19).
호주의 국립기술전문대학인 Onkaparinga Institute of TAFE7)가 Volun
teering SA, Inc와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은
국가자격인정과정이며, 아태자원봉사관리자학교(APSVM)와 호주자원봉
사관리자협회(AAVA) 등에서도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Onkaparinga Institute of TAFE의 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정은 자격
증(Diploma) 과정, 수료IV(Certificate IV)과정, 고급 자격증(Advanced Dip
loma) 과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교육과정들은 자원봉사관리자
의 지식․기술․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 자격에 대해
서는 호주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다(Onkaparinga Institute of TAFE, 2007)
자격증(Diploma) 과정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사람
들을 위한 일종의 초급 양성과정으로 최소 수업시간은 총 870시간이
며 1년 이상의 수업을 요구한다. 수료Ⅳ(Certificate Ⅳ) 과정은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수퍼바이져가 되기 위한 국가자격증 과정으로
최소 수업시간은 총 505시간이며 1년 이상의 수업을 요구한다. 또한
이 과정 이수자는 교육 중에 80시간의 현장실무가 요구된다. 수료Ⅳ
과정의 신청자격은 SACE 1단계 이수자 또는 VET 자격증 소지자이며
현재 유급 또는 무급의 자원봉사관리자이다. 그리고 고급 자격증(Ad
vanced Diploma) 과정은 현재 자원봉사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수퍼바이져
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최소한 수료IV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위한 전문자격인증과정으로 최소 수업시간은 총 1,025시간이며 1년 이
상의 수업을 요구한다(Onkaparinga Institute of TAFE, 2007)
이상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현황을 분석,
7) 호주의 국립기술전문대학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
들에게 저렴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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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각기 그 나라의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표적인 공통점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과
관리자를 위한 일반교육, 즉 재교육,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자격인증
과정의 교육이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주체 또
한 명확히 구분되어져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자원봉사관리자 재교육과 양성과정 그리고 관리자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 이외에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인증
과정으로 보수교육의 체계화가 명확히 이루어져있다는 특징. 즉 국가
가 주도하거나 의무화된 자격규정은 없으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 양성과정은 대학 혹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초 재교육은
자원봉사관리자협회나 자원봉사센터협의기구 등 민간조직을 통해 이
루어지며, 보다 전문화된 자격인증을 위해 전문가협회 스스로에 의해
엄격하게 자격인증과정이 이루어지고 지속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역량이나 시민의식
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성숙되어온 문화적 차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내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관리자 양성과정, 기초 재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고급자격인
증과정 등 명확한 관리자교육프로그램의 구분과 분화를 눈여겨볼 필
요가 있으며, 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대학, 민간기구, 그리고 협의
회,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 등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의 자원봉사관리교육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공
인인증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자원봉사관리자의 직
무표준화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또한 체계화를 공고
히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관리자의 직무분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자원봉사관리업무의 표준화 및 자격과정 개발(이강현․이선미․천 희
․박영숙, 2005) 등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관리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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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재교육프로그램 및 자격과정 등의 개
발에 더욱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국 직무표준
화 작업과 이에 따른 재교육과정의 장단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이 매우 다양하며, 관리자양성과
정, 초보관리자들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숙련가에 대한 전문
자격과정 등 교육체계가 분명이 구분된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기술전문대학과 함께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
하는 Onkaparinga Institute of TAFE(2007)의 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정의
예는 아직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에 대한 분화된 틀을 가지고 있지 못
한 우리나라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영국과 호주의 경우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차
원의 관심이 매우 깊으며, 그 움직임 또한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자원봉사에 있
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체계에 대
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방향
은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체계의 분화, 즉 자원봉사관리자 양성을 위한
기초양성과정, 초보관리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숙련가들을 위한 전문자격인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공인된 주체
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울러 국가차원의 자격인증절차까지가 더
욱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자원봉사관리자의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관리자 양성과정과 재교육
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의 관점들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처음부터 분리하였기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자교육의 실태와 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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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의 교육에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민간단
체 및 협의기구들로써 대표적인 기관으로 볼런티어21과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등이 있다. 볼런티어21은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전문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2001년 전국 자원봉
사실시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광범위한 자원봉사관
리자 교육이수현황과 교육욕구조사를 통해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해 자
원봉사개론, 자원봉사관리실천론 등 초급 7학점 120시간, 중급 7학점
120시간, 고급 6학점 90시간으로 나누는 등 교과과정을 개발한 바 있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자원봉사관리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업교육’으로서의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
되었다는 자체평가를 통해 2005년에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과 함께
『자원봉사관리사8) 자격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보
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직업적 ‘자격과정’개발을 통해 전문직업인으
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가진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
로서 자원봉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전략적 역량모
델링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오피니언리더 면접조사, 자격과정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이강현 외, 2005:
10~15, 153).
여기서 초급과정은 4과목 9학점, 135시간(3급 자격증 과정), 중급과
정은 5과목 11학점, 165시간(2급 자격증 과정), 고급과정은 5과목, 11학
점, 165시간(1급 자격증 과정)에 해당되어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을
모두 이수하려면 14과목, 31학점, 465시간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1 참조).
8)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관리사”는 자원봉사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칭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이강현 외,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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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등급별 교과목
초급
교과목

자원봉사관리
실무와
현장활동론

중급
구 학
분 점

자원봉사

필

관리과정I

수

그룹자원봉사 선
관리

택

자원봉사

필

관리실습I

수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의

필

이해와 철학

이해

수

자원봉사

선

실습/논문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택

3

2

2

2

2

심화기술

필수합계

선택합계

필수 : 3과목

4

(택1)

135시간

분 점

자원봉사

필

관리과정Ⅱ

수

자원봉사프로젝 선
트 개발과 운영 택
자원봉사

선

관리실습Ⅱ

택

사회변동과

필

자원봉사

수

자원봉사

필

코칭론

수

사회조사

선

방법론

택

자원봉사

선

모집홍보

택

자원봉사

선

교육론

택

필수 : 3과목

2

2

2

2

교과목

구 학
분 점

지역사회

필

조직론

수

비영리단체

선

경영

택

논문

필
수

자원봉사

필

세미나

수

자원봉사

선

지도자론

택

3

2

2

2

2

2

2

2
7

필수 : 3과목

7

선택 : 9과목

(초급, 중급의

14 (초급, 중급, 고급의

18

선택과목 중 택2)

9

5 11

5 11

과 학

과 학

과 학

목 점

목 점

목 점

165시간
465시간

자료: 이강현 외, 2005: 124.

3

선택과목 중 택2)
4

이수내용

구 학

선택 : 7과목

선택 : 2과목

1인당

교육시간

7

교과목

고급

16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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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연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의 『자원봉사관리조
정자 직무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직
업명을 ‘자원봉사관리조정자’로 명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
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참여하는 사람
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 교육훈련 기간과 양성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관리조정자(volunteer manager)는 자원봉
사관리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등의 현장 직업명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청소년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등
에서 교육훈련과정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의 유사 자격
종목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전문대학
정도의 최소교육정도와 3개월가량의 견습기간을 필요로 하며 적정 교
육훈련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취업 후 훈련기관, 즉 재교육기관으로 사
회복지협의회, 볼런티어2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
터,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을 제시하기도하였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9)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자원봉사관
리자양성기관에 대한 제시와 교과과정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2003)는 『2003자원봉사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교육을 자원봉사자교
육, 자원봉사중간지도자교육, 자원봉사관리자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
9)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직업분류로 대분류 전문가에서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에서 사회서비
스전문가에 포함되어있고, 사회서비스전문가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있으며, 사
회복지전문가는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으로 예시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관리자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한가지
업무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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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볼런티어 21과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 비교
구분
전체
교육
과정
비교

볼런티어21 자원봉사관리자 아카데미과정
A. 아카데미 일반과정(총45시간)
B. 아카데미 고급과정(총 50시간)
C. action plan제출
→(2차 심사후) 자격증 발급(5시간)

강의 및
워크샾
A.
일반
과정
교육 현장방문
내용
과제물
평가회
시간합계

1박2일
수련회

A. 자원봉사 일반 관리자 과정(총 25시간)
B. 자원봉사관리사자격(AVA인정)과정(총 76시간)
C. report5편제출→심사후 자격증 발급
(평가방법: 출석 20%+실습 30%+report 50%)
강의 및 33시간
워크샾 -

현장방문

5시간

개인과제 : A4, 3$매
그룹과제: A4, 7~8매

5시간

과제제출 및 발표회

2시간

45시간

강의 및
워크샾
(22강의)
-

B.
고급
과정
교육
내용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자원봉사관리과정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대인관계기술
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
자원봉사 위험관리
자원봉사 슈퍼비전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정

report
(1편)

시간합계

시간합계

20시간

개인과제 : A4, 4~5매

25시간

-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오리엔테이션
- 상담과 면접기법
전환기자원봉사운동의 전망
- 한국자원봉사정신의 뿌리
자원봉사의 쟁점과 과제
-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자원봉사팀개발 I, Ⅱ
28시간 강의 - 자원봉사관리의 원리와 실제
네트워킹과 자원동원 I, Ⅱ
32시간
(9일) (16강의) - 영역별 자원봉사관리
비영리단체 모금전략I, Ⅱ
-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갈등관리 I, Ⅱ
- 지역사회 욕구조사방법
자원봉사관리과정 총괄워크샾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기법
효과적인 위임
- AVA윤리강령 해설
전문가로서 비전/자기개발
- 자원봉사관리사례 발표 등
그룹과제 발표
- 자원봉사관리사의 필요
사례
-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관리
발표 및
- 환경문제와 자원봉사관리
워크샾
- 문화에서 자원봉사관리
(6회)
-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

- 리더십개발: 리더십의 이해
비전만들기
전략수립
- 프리젠테이션 스킬 I,
프리젠테이션 스킬 Ⅱ

실습
(5회)

과
제
물

자원봉사지도자론
자원봉사관리과정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인간관계훈련
자원봉사동향
자원봉사관련 특강 등

16시간

- 실습지 2곳은 사무국장이 지정
- 실습지도자의 지도받음
20시간
- 실습일지작성후 사무국 제출

평가시험

3시간

50시간 시간합계

71시간

선수과제
- 자원봉사운영 점검리스트
- 담당자 자기평가점검리스트
사례연구 구성계획
- 인정/포상정책 수립사례연구
- 관리자역할확립사례연구
- 자원봉사자업무위임 잘된사례
- 자원봉사관리운영 서식사례

자료: 이강현 외 2005, 박윤애, 2007: 12~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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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국, 미국, 호주의 자원봉사교육실태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①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② 자원봉사중간지도자 교육과정 ③ 자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
사전문가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 자원봉사단체(볼런티어21,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한국자
원봉사아카데미 인천교육원)와 자원봉사센터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이 혼
합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총 20시간~72시간으로 나타
나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중간지도자 교육에 비해 총 교육시간
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자원
봉사 전문기관인 볼런티어 21과 한국자원봉사연합회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일반
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효과에 차이를 두고자 한 사실은 확
인 할 수 있으나, 그 교육내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각각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우
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위한 양성과정의 교육과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
련과정, 즉 재교육에 대한 면밀한 분리와 검토 없이 교육실시주체에
따라 혹은 교육대상자의 욕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현장 자원봉사관리자로 하여금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에 더
욱 혼란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체계의 부재와 교육과정 수료 후
이를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효과성이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99

3. 조사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특징은 미국, 영
국 등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자원봉사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거
나 재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
혼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육대상이나,
교육내용도 뚜렷한 구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
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태를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의 실태를 분석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리자교
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기관, 사회복
지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광역자원봉사센터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우
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현재 각 기관에서 자원봉사관리
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다. 설문조사 결과 볼런티어21, 한국자
원봉사연합회 등 민간교육전문기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사회복지
협의회(시, 구),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10개소의 자원봉사센터와 기타일반단체 1곳 등 총 15개소
에서 응답을 하였다. 조사에 응한 15개 기관10)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
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10)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기관을 그 유형별로 민간교육전
문기관, 광역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단체 등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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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실시기관에 의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향이 강하고, 아직 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화된 척도를 사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주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관리자교육에 대한 담당자들의 태도와 인식
등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자
원봉사관리자교육의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원봉사관
리자교육의 실태는 관리자교육의 실시기관과 그 유형, 교육내용과 교
육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인증체계, 교육 후 인증방식, 교육내용 및 교
육방법의 변화내용 등을 살펴보았고, 자원봉사관리자교육에 대한 인식
과 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리자교육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태도,
관리자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문제점과 바람
직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 등
을 각각 파악하였다.
3)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의 입력 및 수정절차를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탐색적 연구로써, 주로 현황조사에 그쳐 빈도분석과 교차분
석, 그리고 다중응답분석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
가 속한 기관은 자원봉사센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 민간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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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소속기관

빈도

%

광역자원봉사센터

10

66.7

민간교육전문기관

2

13.3

자원봉사협의단체

2

13.3

기타

1

6.7

남

6

40.0

여

9

60.0

20대

1

6.7

30대

9

60.0

40대

4

26.7

50대이상

1

6.7

평직원

4

26.7

성별

연령

직위

팀장급

6

40.0

부장 및 사무국장급

5

33.3

계

15

100.0

문기관과 자원봉사협의단체가 각각 2곳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많았고, 30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팀장급 이
상의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응답하였다.
2) 관리자 교육실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을 해 온 15곳 자원봉
사관련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의 실시기관과 유형,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 후 인증방식, 교육내용 및 형태
의 변화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의 유형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곳은 선행연구에서
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원봉사민간기관인 볼런티어2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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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실시기관 및 실시년도
구분
민간

교육 실시기관

교육실시년도 구분

볼런티어21

1997

한국자원봉사연합회

1999

교육 실시기관 교육실시년도
A자원봉사센터

1999

B자원봉사센터

2000

C자원봉사센터

2000

D자원봉사센터

2003

E자원봉사센터

2004

F자원봉사센터

2006

교육
전문
기관
자원

광역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2000

사회복지협의회(시,구)

2000

봉사

기타
단체

봉사
센터

협의
단체

자원

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기타

한국자원봉사연합회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
하였고, 자원봉사협의기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시, 구)가 2000년부터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
사센터의 경우 1999년부터 주로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응답한 기관 중 센터협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자원봉사관리 일반과정(초급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과정은 볼런티어21,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시․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광역자원
봉사센터 등 총 7개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단체의 대표 및 기관장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한국자원봉
사연합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실시 중이었으며 대부분 응답
기관․단체에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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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리자교육 유형
구분

빈도

%

자원봉사관리 일반과정(초급과정)

12

32.4

자원봉사관리 전문과정(고급과정)

7

18.9

자원봉사관리 대표자과정

2

5.4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11

29.7

기타

5

13.5

계

37

100.0

(2)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표 6-A~6-C>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기관․
단체에 대해 연구자가 분류한 4가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개
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5개 기관 중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한 기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이 응답내용만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실시되어지
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내용을 살펴
보면, 각 센터마다 매우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관리자교육을 실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소 일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내용은 일반과정이나 고급
과정 모두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의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
히 자원봉사센터마다 더욱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특
징이었는데,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이 교육과정
이나 내용구성이 차별성과 구체성을 띠는 곳이 있는 반면, 그러한 차
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어떠한 일관성을 발
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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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A> 자원봉사관리자교육내용
A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도민
일반
과정
(초급
과정)

역사 속에서 배우
는 글로벌리더십
자기혁신과 자원
봉사활성화
자원봉사자의 작
은 손길이 새로
운 세상을 연다

B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이념,

C자원봉사센터

D자원봉사센터

역

사, 동향, 행동원리

자원봉사관리자의 역할

홍보, 모집, 교육․

및 리더십

훈련, 상담, 배치,
갈등관리, 인정․보

자원봉사직무설계, 프
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상, 동기부여, 활동

홍보모집, 면접배치, 교

분야 및 방법, 네트

육커리큘럼작성,

워크 구축

훈련, 인정보상, 기록관

교육

기본법률, 현장견학

리(15~18시간)

자원봉사아카
데미
-자원 봉사의
기초이해
-자원 봉사관
리방법(35시
간)

등(35시간)
자원봉사관리자 심화과
정

전문
과정
(고급

자원봉사조직관리 리더
-

-

십, 비영리조직 네트워
크방안, 사이버 네트워

과정)

크 구축방안, 자원봉사

자원봉사아카
데미
-자원 봉사의
세계적 흐름

동기부여(21시간)
자원봉사
CEO 과정

-

-

-

-

워크샾-자원봉사현안
(마일리지, 인정보상, 관
리체계, 재난시스템 활
성화 방안)에 대해 발

자원봉사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

센터간 네트워크
-

센터간 특성화사업
등

워크숍,

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포럼-자원봉사관리과정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워크샾

개발, 프로그램 개발, 대

포럼 등

상별(퇴직노인,

기업)자

원봉사관리 활성화 방안
(15시간)

기타

-

-

가족자원봉사리더를 대
상으로 한 리더십교육

가족자원봉사

(12시간)

단교육

가족자원봉사이해,

자

(가족자원봉사

원봉사관리과정,대화기

활동의

법,동기부여,자원봉사팀

와 가치)

빌딩 및 팀조직관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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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B> 자원봉사관리자교육내용
E자원봉사센터

F자원봉사센터

G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리 지도자 교육
- 자원봉사의 동향과 지역사회 현안
문제
- 인간관계 훈련
- 지역시설의 이해
자원봉사관리자의 철학
자원봉사동향과 전망
상담기법, 갈등관리, 의사
소통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본질과 가치
자원봉사관리과정 및 방
일반
과정
(초급
과정)

침수립
보도자료작성 및 언론홍
보의 실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관리사례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네
트워크
자원봉사교육훈련방법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및 인정, 보상
자원봉사 중장기 과제(25
시간)

-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리더쉽 아카데미)
-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관리자의
역할
- 자원봉사관리과정, 업무기획, 프로
그램 개발 및 평가, 자원봉사자 모
집홍보, 자원봉사 동기부여 및 인
정, 자원봉사 수퍼비전)
-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전망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행정업무
역량강화
- 자원봉사자 조정관리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원봉사리더쉽
-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방법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 자원봉사자 교육방법론
- 자원봉사 홍보의 실제와 효과적인
이벤트 기획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기술
- 자원봉사리더의 리더쉽 향상을
위한 강의

실무관련기법
교육( 직장인
의 예절 교
육, 사무관리
등)(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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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B> 자원봉사관리자교육내용 (계속)
E자원봉사센터

F자원봉사센터

G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의 새로운 이해
(자원봉사의 철학, 제3섹
터의 이해)
시민사회의 동행과 전망
실습교육(자원봉사관리자
의 자세와 역할, 관리지
전문
과정
(고급
과정)

침수립)

교육훈련기

인권과 복지
코칭클리닉(관리자의

자

법, 프로그램

-

기획방법

기관리 및 소진예방)

등

(80시간)

자원봉사프로그램 평가
자원봉사교육기획
타조직 위기관리사례
비영리단체

자원동원과

마케팅, 기금모급
국제자원활동을 통해 본
다문화 이해(24시간)
자원봉사
CEO과정

-

-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워크샵)
- 효과적인 상담기법
- 고객지향적 서비스 자세

자원봉사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초청세미나)
자원봉사중장기계획

- 자원봉사관리자들의 마인드제고 및

자원봉사관리 표준화

업무능력 향상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직무설계, 협력, 감독)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참여식 교육
(해외전문가초청특별세미나)
- 자원봉사관리의 표준화

실무관련기법
특강, 프로그
램

개발워크

숍 등 진행(1
박2일 숙박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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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C> 자원봉사관리자교육내용-자원봉사협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시, 구)
일반과정
(초급과정)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자원봉사전문가로서의 비전과 자기계
발,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수퍼비전,

-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사례 등(12시간)
변화하는 자원봉사트랜드, 지역사회자

전문과정

원개발과 네트워킹, 관리자의 자체평

(고급과정)

가, 선진외국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등(12시간)
자원봉사
CEO과정

-

자원봉사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

-

워크숍, 포럼 증

실시하나 내용
공개하지 않음
실시하나 내용
공개하지 않음
당시 현안을

기타

-

중심으로 실시함
(예, 재난대비
리더교육 등)

<표 6-C>는 자원봉사협의단체들이 실시하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자원봉
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처럼 일반과정, 전문가
과정으로 교육을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관리자교육이 보다 더 실무와 관련이 높은 내용으로 세분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경우 자
원봉사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이나 고급과정은 운영하지 않
고 CEO(기관단체의 장, 센터의 소장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자원
봉사이슈와 관련한 자원봉사워크숍, 세미나 등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

108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권 제2호

<표 7>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유형별 평균 교육시간
사례수

평균(시간)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일반과정

10

21.5

11.68

40

8

고급과정

6

29.5

25.06

80

12

세미나 및 워크숍

6

11.2

5.31

20

6

기타

2

14.5

3.54

17

12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런티어 21, 한국자원봉사연합회 등 민간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교육내용은 제2장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표 2>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유형별 평균 교육시간을 살펴본 결과, <표 7>
에서 보듯이 일반과정 교육의 경우 평균 21.5시간, 고급과정 평균 29.5
시간으로 나타나 고급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교육시간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교육과정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시간의 편
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체계적인 모델
이나 교과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편의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자 교육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자
원봉사관리자교육과정은 교육유형에 있어서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표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관리자교육의 목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함인지, 관리와 관련한 지식
과 기술을 익히는 것인지 교육내용의 분석을 통해서는 각 교육유형의
목표가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시간 역시 교육 유형 간에 매우 편차가
심해 관리자교육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
대적으로 민간자원봉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그 유형에 따라 보다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109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업무의 내용 및 업무능력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대상 및 인증체계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응답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자
원봉사기관․단체 및 관련단체의 유급자원봉사자’로 응답하였으며, 그
리고 38%정도는 자원봉사리더들도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대부분 현
장에서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급의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교육대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포
괄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 자원봉사관리자교육에서의 교육대상
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어떠한 인증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다중응답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절반정도의 응답자들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현행 자원봉사관리자
<표 8> 관리자교육 교육대상 및 인증방법(다중응답)
구분

교육대상

교육 후
인증방법

계

빈도(%)

자원봉사기관․단체 및 관련단체의 유급자원봉사관리자

12(57.1)

자원봉사리더(무급혹은 실비보상수준의 자원봉사자)

8(38.1)

일반시민

1(4.8)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수여

10(50.0)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수여

4(20.0)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수여

2(10.0)

대학 혹은 대학원과 연계한 학점인증제 시행

1(2.0)

기타

3(15.0)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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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관유형별 교육대상 및 인증방법
교육대상
교육
대상 유급자원 자원
일반
기관
봉사
봉사
시민
유형
관리자 리더
민간교육

2

1

전문기관

(50.0)

(25.0)

협의단체

2
(100.0)

-

자원봉사

7

7

센터

(50.0)

(50.0)

기타

전체

1
(100.0)

-

1(25.0)

-

-

-

12

8

1

(57.1)

(38.1)

(4.8)

인증방법

전체

교육

교육

전문

기관

기관

기관

대학/
대학원 기타

수료증 자격증 자격증
4

1

2

1

1

(19.0)

(16.7)

(33.3)

(16.7)

(16.7)

-

-

-

-

-

2

1

(9.5)

(50.0)

14

8

2

(66.7)

(80.0)

(20.0)

-

-

1
(4.8)
21

10

(100.0) (50.0)

1
(50.0)

전체

연계

-

4

2

1

(20.0)

(10.0)

(5.0)

1

6

(16.7) (30.0)
1

2

(50.0) (10.0)
1

10
(50.0)
2

(50.0) (10.0)
3

20

(15.0) (100.0)

교육의 인증체계의 문제와 이에 다른 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표 9>에서와 같이 자원봉사관리
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원봉사센터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광역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정
체성이 마련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4)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내용 및 교육방법의 변화
<표 10>에서와 같이 교육 내용이나 교육방법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뚜렷한 원칙이나 방향이 정해져있다기보다는 교육대상자의 욕구나
교육만족도,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등 매우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기관별, 단체별로 필요에 의해 이루
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교육만족도,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교육
실시기관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타 전문직종
의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주로 전문가협회나 전국협의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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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육실시기관별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의 변화
교육 실시

교육형식 및 내용의 변화과정

기관

1. 관리자 교육, 일반과정 고급과정을 분리하여 실시하다가 2006년부터 통합
2. 관리사 자격과정 마지막 과정을 논문 제출로 자격여부 결정하였다가 2006년부
볼런티어21

터 자격시험으로 대체
3. 관리자교육 첫 실시 이후 교육 총 시간과 기간이 점차 줄어듦.
4. 지방 참가자를 위한 숙박(단기)과정 개설

한국자원봉사 전국의 자원봉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연찬회, 대회 등의 형태로
센터협회

실시하였으며, 2007하반기부터 세분화된 관리자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자원봉사관리자교육추진에 있어 1999년 도입할 당시에는 참여형 교육기법을 도입
하여 워크샾 중심의 교육위주로 진행하였으며, 관리과정 전반에 대해 진행하였으

A자원봉사 나 그후 교육기법에 있어서도 교육대상이나 교육주체에 따라 강의식, 참여형 기법,
센터

워크샾, 교육기자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음. 교육커리큘럼 작성은
교육참가자의 수준이나 자원봉사계 현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 작성시 반
영하고있음

B자원봉사
센터

스킬 위주의 교육에서 자원봉사인접분야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담론교육을 강화
하였음. 세계자원봉사의 흐름을 이해시키는 교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관련법
해설 등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998년이나 2004년도나
차이없음.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매년 같은 교육이 반복될

C자원봉사 수 있으나 기존 관리자들을 위해선 새롭고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함. 제4기
센터

리더쉽 아카데미의 경우 자원봉사리더를 위하여 리더십만으로 8시간 연속강의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음. 그러나 자원봉사관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은 하지 못함.

D자원봉사
센터

기존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이론면에 치우친 교육내용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비롯된 문제점 발췌 강연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실무를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기회마련으로 교육생 반응 및 효과가 상승됨

E자원봉사 큰 틀과 형식 유지하되 커리큘럼 상 약간의 변화 시도(‘관리자 자기관리’, ‘자원봉
센터

사5개년 계획’, ‘프로그램 평가’ 신설

F자원봉사

워크숍 형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음

시대가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강의식 위주의 교육 진행 방법에서 토의, 논의식의
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이후 교육 과정에 기본법에 대한 교육 내용 필수적으로
포함

국립공원

자원봉사 담당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내용 선정, 직원 건의사항 반영. 강사

관리공단

초빙에 의한 강의 및 각 공원별 사례 유형별 분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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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정의로 본 인지도
교육기관
구분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란?
- 봉사관리자가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 확산의 리

민간교육

더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의 성장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

전문기관
- 봉사 관리자 교육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위한 것

자원봉사
협의단체

- 봉사기관.단체에서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교육훈련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과정
- 자원봉사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 및 현장 활용 가능한 내용을 제공
하는 것
- 자원봉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서부터 자원봉사관리과정별 교육 커
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소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과 관리자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
-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 유관기관, 자원봉사 담당자들에게 자원봉사자 관리 철학
및 기술, 태도, 상담, 인정, 네트웍, 마케팅등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도록 하는 것.
- 자원봉사관리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 교육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자원봉사전문가이
다. 관리자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초급(일반교육), 중급, 고급(전문가교육)으로 1년과정을 진행하여야한다고 봄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관
리자가 사명과 정체성이 뚜렷해야 자원봉사의 가치가 꽃필 수 있음. 자원봉사관리자
는 최소 년1회 정기적인 교육으로 자신의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람이 주체
가 되어 활동하는 분야이므로 다양한 과정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함.

자원봉사 - 현재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은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센터
생각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의 실무자와는 차별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각자 수행하는 업무의 질
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초급 과정에서는 같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급, 고급 과
정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만을 위한 교육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광역
시도 단위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람.
- 자원봉사관련기관(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관리능력(역량)제고를 통한 사업 활
성화를 목적으로 관리과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과 비전 제시, 현안 정책, 이슈
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보수교육) 등 시행함
- 지역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 마인드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의미와 자원봉
사센터의 업무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설정과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자원봉사 전
문가 양성.
-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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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11), 자원봉사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발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자원봉사 분야
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자원봉사관리자교육에 대한 인식
(1) 관리자교육에 대한 인지도
먼저,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
으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정의에
대해, 즉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왜 등의
방식으로 기술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11>과 같은 응답들을 들
을 수 있었다.
응답 내용들을 분석하여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자원봉사관리자
교육하면 이미 자원봉사센터나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급 직
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되
어지는 교육훈련과정, 즉 재교육과정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인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기관에서 대
11)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2급 국가자격
증을 소유하게 되고, 취업후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보수
교육이 실시되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
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
구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인정을 위해 이러한 보수교육
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수
정안으로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복
지사의 경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다.
12) 물론 조사질문지의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라는 용어로 인한 반응의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전문직업 및 자격으로서 ‘자원봉사관리
사’ 혹은 ‘자원봉사관리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원봉사관리자교육’이라 했을 때 응답자들은 이미 자원봉사영역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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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재교육으로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교육의 목표에 따라 양성과정이나 전
문자격인증, 또는 재교육 등으로 체계화와 분화, 방향성 등이 아직 명
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관리자교육의 방향에 대한 의견
향후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파악
하기 위해 교육실시 주체, 인증주체, 교육의 형태 및 현행 자원봉사관
리자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한 결과는 <표 12-14>와 같았다. 먼저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시주
체에 대해 다중응답방식으로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대답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광
역단위자원봉사센터’, ‘민간교육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센터협회’ 등의
순이었다. 이를 응답자의 기관유형별로 다시 살펴본 결과 관리자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위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실시주체로 ‘법정단
체’를 희망하는 비율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리자교육의 인증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기관의 절반정도가 국가 및 정부부처가 직접 인증해주기
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자원봉사센터와 기타단체에서 이러한
응답율이 더욱 높았다. 이에 비해 협의단체에서는 ‘교육실시기관’이
직접 인증해주는 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
하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시형태는 응답자의 2/3정도가 자격과정
과 재교육과정을 동시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국가기본계획에 의거한
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렸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 재교육 차원에서
생각하고 응답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재
교육’형태로 규정한 현재 자원봉사관리자들의 인지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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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에 의해 ‘국가 및 정부부처’가 인증해주며 이러한 교육체계
는 ‘자격과정과 보수교육(재교육)이 분리되어 동시에 실현’ 되기를 더
욱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바람직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국가기본계획에 의거한 법정단체

9(34.6)

자원봉사협의회

1(3.8)

자원봉사센터협회

4(15.4)

교육 실시주체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

7(26.9)

(다중응답)

민간자원봉사전문교육기관

4(15.4)

기타

1(3.8)

계

26(100.0)

교육실시기관

5(33.3)

자원봉사관리자

전문가협회

3(20.0)

교육 인증주체

국가 및 정부부처

7(46.7)

계

15(100.0)

전문자격증 취득 및 인증형태

3(20.0)

자원봉사관리자

희망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자질향상위한 재교육형태

2(13.3)

1, 2모두

10(66.7)

계

15(100.0)

교육의 실시형태

<표 13> 기관유형별 교육실시주체에 대한 의견(다중응답)
교육실시

법정

주체

단체

협의회

-

-

-

1(50.0)

-

1(25.0)

기관유형

민간교육전문기관

자원봉사협의단체 1(25.0)

자원봉사 자원봉사 광역자원 민간교육

기타

전체

1(50.0)

-

2(7.7)

1(25.0)

-

1(25.0)

4(15.4)

센터협회 봉사센터 전문기관

자원봉사센터

7(38.9)

-

3(16.7)

5(27.8)

3(16.7)

기타

1(50.0)

1(50.0)

-

-

-

전체

9(34.6)

1(3.8)

4(15.4)

7(26.9)

4(15.4)

18(69.2)
-

1(7.7)

1(3.8) 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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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관유형별 인증주체와 교육실시 형태에 대한 의견
인증주체

구분
기관
유형
민간교육

교육실시 전문가 국가 및
기관

협회 정부부처

교육실시 형태
전체

전문자격증
취득 및 인정

재교육 1,2모두

전체

1(50.0)

-

1(50.0)

2(13.3)

1(50.0)

-

1(50.0)

2(13.3)

2(100.0)

-

-

2(13.3)

-

-

2(100.)

2(13.3)

2(20.0)

3(30.0)

5(50.0)

10(66.7)

2(20.0)

기타

-

-

1(100.0)

1(6.7)

-

전체

5(33.3)

3(20.0)

전문기관
자원봉사
협의단체
자원봉사
센터

7(46.7) 15(100.0)

3(20.0)

2(20.0) 6(60.0) 10(66.7)
-

1(100.0)

1(6.7)

2(13.3) 10(66.7) 15(100.0)

(3)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문제점
현행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표 15>에서 보듯이 전
문교육강사의 부족과 교육 후 현장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
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교육 후 공식적 인증체계의 문제점과
교육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지적하였다. 협의단체와 광
역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문교육강사의 부족 문제를 더욱 많이 지적하
였고 민간전문교육기관에서 현장적용성의 문제를 조금 더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업무과중으로 인
한 교육기회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특히 협의단체와 광역자원봉
사센터에서 더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 관리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
관내부의 인식부족과 관리자의 불완전한 신분, 전문강사의 부족 등을
관리자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민간전문교육기
관일수록 기관내부의 인식부족과 교육비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광역자
원봉사센터일수록 전문강사의 부족과 관리자의 신분 불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교육내용 및 방법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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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현행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문제점 및 교육실시 저해요인(다중응답)
구분

교육의 문제점

교육실시를
저해하는 요인

빈도(%)

교육후 공식적 인증체계의 문제

8(18.2)

교육내용(커리큘럼)의 적합성 문제

7(15.9)

교육실시기관의 전문성 문제

3(6.8)

전문 교육강사의 부족

10(22.7)

교육후현장적용성의 문제

10(22.7)

자격과정(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의 구분 모호

5(11.4)

기타

1(2.3)

계

44(100.0)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부족

10(20.4)

관리자의 불완전한 신분

7(14.3)

관리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4(8.2)

관리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내부의 인식부족

8(16.3)

관리자교육내용의 비체계성 및 불완전성

5(10.0)

전문강사의 부족

7(14.3)

교육비용의 부족

6(12.2)

기타

2(4.1)

계

49(100.0)

와 함께 재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전문강사 부족을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이수 후 공식적 인증체계의 마련 등이 현재 자원봉사관리
자교육에 있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 바람직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
앞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위해 선결되어
야 할 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한 결과 <표 16>과 같은 의
견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크게 관리자의 직업적 정체성 확
립, 교육형태 및 교육주체의 체계화, 교육내용의 적합성, 커리큘럼의
체계화, 관리자교육과정의 체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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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바람직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
구분

내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통일이 필요하며, 각 직능단체별로는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재교육의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다만 기존의 교육
실시기관들간의 마찰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인해 충돌이 예
상되지만, 관련기관들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임. 덧붙이자면 관리자교육
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수료와 함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료 후 현
장 경력 몇 년을 이수한 후에 발급하는 것이 대안임.

관리자의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정체성 마련이 시급. 먼저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을 제
직업적 도화하여 대학관련학과 및 강좌개설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양성
정체성

기관을 선정, 훈련을 통한 관리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결정되

확립,

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고 난 이후 관리자 양성교육은 누가

교육형태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및 교육 학부 과정에 자원봉사 전문 학과가 없다보니 아직은 관리자교육이 학문적으
주체의

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으므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

체계화

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참가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교육내
용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예를 들면 관리자교육과 지도
자 교육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무리 활동 경력이 많은 지도자들이라
도 실무자들과의 교육내용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강사와 체계화된 교육과정, 자원봉사 관리자 제도의 인증
대상별, 단계별 커리큘럼 확정, 교육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교육해야 함.
자격증 또는 인증서가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야 함
우선 자원봉사관리자로 입문하면 자원봉사의 가치와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자원봉사관리의 역량을 스스로 느낄 수

교육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자원봉사관

내용의

리 수퍼비전 체계를 갖추어 각각의 센터가 내부조직의 강화와 결속력을 가

적합성,

질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봄.

커리큘럼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만들어졌으면 함. 일반과정
체계화 수준에서 교육이 끝나고 있고 고급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정과 별반 다
를 것이 없는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전문교육강사를 양성해
야하고 이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관리자교육과정의 표준화, 내용검증, 교육강사 양성 및 확보. 강사관련 정보
기타

공유, 교육후 인증제 강화.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등, 교육담당자간
의 정보교류 확대, 교육담당자를 위한 교육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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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의 실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채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현장의 자원봉사관리자들
혹은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10년 가까이 수행해 오던 교육주체들로부
터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다. 이제 이러한 욕구가 제도화 될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자원봉
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은 물론,
관리자교육의 인증에 대한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다룰 것을 언급하였
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연구 활동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 마
련되었으니, 본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여러 결과들이 기초적인 자료로
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논의한 조사결과를 토
대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이 자격과정(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보수
교육)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공식적
인 인증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몇몇 기관에서 양
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분리, 실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자원봉사관리
자의 직업적 정체성을 갖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국가 및 정부
부처가 직접 인증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요구가 더욱 많았다. 일반적으
로 다른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 자격획득 및 양성은 국가(정부부처)가
지정한 전문기관 혹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인증은 국가자
격시험이나 검정시험을 거쳐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실시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과 신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기
회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열악하고 불완전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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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직업적 신분을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전문
성을 강화하기위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내용의 적합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실시주체, 인증
주체, 전문강사의 부족 등 외형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
는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내용적 적합성, 그리고 교육 후 현장 적용성
의 문제 등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가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중요한 이
슈가 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자, 자원봉사리더, 일반시민 등 자
원봉사관리자 교육의 대상도 교육의 목적에 맞게 좀 더 분화시켜나가
야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 자원봉사관리자교육과 관련
된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
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현재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것
이라고 추정되는 30여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조사에 응해온 15곳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구
한 것이므로, 이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체계적
이고 포괄적인 후속연구들을 통해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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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Educating Volunteer
Managers and Its Issues Ahead

Hwang, S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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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current picture of educating volunteer
managers in Korea and find out the direction for its betterment. The mail
questionnaire was sent out for a total of 30 institutions, which might be
educating volunteer managers, but only a half of them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 was that education for the volunteer managers, in general,
was carried out not systematically and often erratically in terms of types of
education, its contents, certifying bodies, and etc. It was discussed that, first
of all, education of volunteer managers should be divided in two ways; the
certificate program and the retraining program. It also requires for a formal
process of certifying the programs. Secondly, the status of volunteer managers
has to be granted and

protected by the law. Third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s must be evaluated in terms of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Key words : volunteer manager, volunteer manager education, current situation of volunteer
manag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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