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제11대 회장 보궐 출마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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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 중 추진정책
1. 자원봉사센터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
1) 센터 관리자 공제회 설립추진
- 센터 관리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제회 준비위원회 설치
2.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
- 2006년 제정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마련 (위탁기간/센터장 임기 5년)
2)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성 강화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민간 자격증 등록
- 자원봉사 관리자 보수 교육 표준화 및 교육의 질 향상
3) 자원봉사센터 평가제도 개선
- 활동의 양적평가에 치중된 평가방식을 대폭개선
- 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조건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배분사업 참여확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개정
3. 센터협회 재정건전성 향상
1) 전국센터의 공동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 기업의 지원금 확보를 통한 전국센터의 공동사업 활성화
2) 센터협회 회관 건립 추진
- 센터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회관건립 모금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자랑스러운 일과 풍성한 삶
제11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안승화는
누구나 온전하고 주권적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원봉사의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갖는다.
2011년 3월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11년 8개월을 끝내고 청춘을 바쳤던 센터를 떠나는 순
간에 가졌던 큰 깨달음이 오늘 센터협회의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지역, 내가 속한 센터에서만 열심히 하면 우리
가 일하는 센터 환경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센터협회의 이사로서 일하면서, 관리자의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 센터관리자의 근무환경 개
선, 자원봉사 기본법 마련 등을 놓고 밤새 고민하며, 동료들과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과천 센터를 떠나는 상황에서 후배들의 일터와 삶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새삼 통감했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후 새롭게 주어진 충남자원봉사센터장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을 경험하면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료 관리자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센터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전략과 연계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힘을 끌어냄으로써, 전문적인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하고 안내하는 기관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행복한 관리자와 내실 있는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원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이자,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바뀐다고
구조와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회라는 틀은 한 사람, 한 사람
의 변화를 통해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전국 회원센
터의 관리자, 센터장님, 이사님, 부회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
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하고자 하는 임기는 매우 짧습니다만,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전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길에 제가 서고자 합니다. 동료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