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THE CENTRE FOR VOLUNTEERING) 간단한 소개
자원봉사는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자원봉사 협회입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 기관으로써 산하에는 서비스
담당기관인 뉴사우스웨일스 자원봉사(Volunteering NSW)와 등록된 훈련 기관인 자원봉사자
관리 학교(SVM, School of Volunteer Management)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에 그리고 호주 전역에 걸쳐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리더십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개인과 기관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많은 사업 파트너가 있으며, 대부분이 비영리 기관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 회원과도
함께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사원들을 위해 자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기업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봉사 알선 서비스
상담
SVM을 통한 공인된 전문인력 개발
훈련
자원봉사자 관리 상담






지역사회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개인의 참여 유도
기업 봉사 활동 지원
연구 및 정책 개발
NSW 올해의 자원봉사자 시상식 개최

Volunteering NSW는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원봉사 알선 서비스(VRS,
Volunteer Referral Service)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수백 개의 지역사회 기관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회원 기관에 자격이 뛰어나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숙련 자원봉사자 주간 알림 서비스(Skilled Volunteering Weekly
Alert service)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http://www.volunteering.com.au/event/bridge-to-volunteering)에 방문해서
온라인 등록을 하시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설명회(Bridge to Volunteering workshop)에
참석하십시오. 설명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40
Gloucester Street, The Rocks에 있는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책임을 비롯하여 여러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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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 알선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영어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NSW 올해의 자원봉사자 시상식(NSW Volunteer of the Year Awards)
NSW 올해의 자원봉사자 시상식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2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수상자
선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http://www.volunteering.com.au/volunteeraward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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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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