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서와,
NGO는 

처음이지?

시민 공익자료발간시리즈 1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가이드북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가이드북

2

11

12

13

19

22

23

44

활동무대로서 시민사회

직업으로서의 활동가                     

시민단체(NGO) 활동가란?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시민단체 활동가, 직업으로서의 전망

일터로서의 시민단체

다양한 활동 주제와 수많은 시민단체

진로탐색 과제, 우리동네 시민단체 찾아보기

어서와, NGO는 처음이지?

안녕? 나는 세상을 비춰줄 큰 전구를 지니고 있는

‘Ngo’ 누고라고 해. 이제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시민단체가 어떤곳이고,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떠한지

나의 랜턴으로 꼼꼼히 밝혀줄께. 나를 따라와~~!

넌 누꼬? 난 누고!

내가 잘 알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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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무대로서 

시민사회



시 민 사 회

호우~~!

이 곳이 나의 무대!



시민사회

가수나 배우가 자신의 활동을 펼치는 무대가 있듯,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활

동을 펼치는 무대가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정부나 기

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또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벌이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NGO(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주된 활동들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시민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 사회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인 

직업분류체계에서는 시민단체로 불립니다.

* ‘NGO’는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최초의 NGO입니다.

활동가

활동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는 회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도 있는데, 활동가는 단체 활동을 

직업으로써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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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움직이는 세 톱니바퀴

청와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시민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종교단체 등

대기업, 중소기업,

가게, 가정경제 등

시장

국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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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3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톱니바퀴가 고루 발전하고,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좋은 사회가 되겠지요.

사회를 움직이는 세 톱니바퀴

전통적인 톱니바퀴, ‘국가’와 ‘시장’

국가와 시장이라는 톱니바퀴는 늘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라는 톱니바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국가나 시장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장에 비해 시민사회라는 톱니바퀴는 더디게 발전해

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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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이윤추구

모두를 위한,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시민들이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활동

교환

재분배

호혜

시장

국가

시민사회

3가지 톱니바퀴, 3가지 원리

-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가지 톱니바퀴는 각기 다른 원리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 시민사회의 활동은 누가 시켜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또 함께 힘을 모아 펼치는 것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세 톱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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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시민사회는 늘 있어 왔고, 시민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으며, 그러한 활동 역시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민사회가 튼튼해야 국가와 시장 역시 시민들의 바람에 맞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시민사회

국가 시장

나의 바람공격에도
끄덕이 없다니!

HOOOOO ~

새로이 부상하는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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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부상하는 시민사회

교차하는 톱니바퀴들

최근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영역이 교차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마을만들기나,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간영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가 좋은

예입니다.

즉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이 맡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장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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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부상하는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전망

-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서 직업으로서 시민사회 활동의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 제레미 리프킨1)은 미래에는 국가나 시장의 영역 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1)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

시민
사회 시민

사회 시민
사회

다양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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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활동가

#2



시민단체(NGO) 활동가란?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민단체 활동가’2)라 부릅니다. 시민단체는 사람

들의 인식, 행동, 태도와 사회의 제도, 시스템, 규정 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곳이며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삶, 더불어 함께 사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변화와 개혁(새로운 것,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정치, 경제, 환경, 복지, 고용, 여성, 청소년, 건강 등 사회 전

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기합니다3). 사회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 기획, 의견수렴, 사업비 마련, 실행, 평가’ 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요. 이렇

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집회ㆍ캠페인 등을 조직하고, 대안

을 연구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2) change maker, innovator, social designer라고 칭하기도 함.
한국직업분류 ; 시민단체활동가-분류번호 0714(한국직업사전)
3) 기본 실무로는 보도자료 작성, 캠페인 기획 및 준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설정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활동을 연구하고 평가한다. 또한 조직의 리더 그룹(실.국장, 총
장)이 되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자문 및 상담 역할도 수행 한다.

변화와 개혁을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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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활동가의 역할은 단체의 활동, 영역,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5인 

이하 단체에서는 기획, 회원 모집, 전문가 자문, 사업비 마련,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10인 이상 단체에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부서

별, 혹은 담당자별로 특화해서 나누어 맡기도 하죠.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회계, 홍보, 생산, 경영 등 여러가지 일을 나누어 맡듯이 NGO에서도 마찬

가지예요.

또한 활동가의 역할은 단체의 유형에 따라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GO단체를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크

게 2가지, 권익옹호형(advocacy)와 사회서비스형(social service) 

단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규모에 따라,

유형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

권익옹호형
단체

정부나 기업의 권력남용

과 부정부패 행위를 감

시 하고 캠페인, 공청회, 

시민 행동 조직화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

리는  활동을 해

사회서비스
단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 국내외 

지역에 직접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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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활동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해요.

△ 소속 단체의 사업과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 집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며 

△ 당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좀 더 나은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대개의 단체가 회원의 회비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 확보 및 

기금모금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하는 주요 활동이

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문제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황이 어떠한지, 

어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요. 예를 들면 환경 오염현황, 장애인 보

행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아동폭력방지대책,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등 그 주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아이디어의 

수만큼 다양할 수 있어요. 

1.연구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a~z까지 알아보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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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청년, 주부, 노인,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해

‘시민의식’과 ‘대안’에 관한 교육을 해요.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현명한 소비자 되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심폐소생술교육 등을 비롯해 통일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 

등 교육 내용은 무궁무진 하답니다. 

국내외에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장애인, 이주민 등을 위해 정서적, 신체적, 

생활상의 어려움 해소나 치유를 돕고 있어요.

2. 시민교육

자 여기 밑줄쫙!

네! 비춰드릴께요!

3. 서비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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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지역, 국가, 글로벌)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

고 함께 행동하도록 권유해요.(집 없는 사람들, 파괴되는 환경, 부조리한 정치 등)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임을 

만들고 같이 실천해요.(회원가입,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

여기는 OOOO단체의 회의실

“ 이번 ooo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기획해야 할까요?”

" 저번에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이슈화 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 이번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젊은 층의 의견을 이끌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네. 맞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저희 조직의 계정을 생성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곧 있을 법안 상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게 흘러간답니다. 

４.홍보/캠페인

5. 시민조직화

드루와~
 드루와~

같이 할 수 있는게분명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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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금

공익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잘 사용하도록 관리해요. 단체들은 시민

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뜻있는 일을 펼치고자 다양한 모금방법을 사용해요.           

(백혈병환아 돕기 마라톤행사, 제3세계 지원을 위한 물품 모으기, 저금통 

나누기 등)

굿네이버스_모금실무자에게 '기부의 길'을 묻다

“제3세계 아동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을 때는 촬영 일정이 여유가 있다면 그곳의 모습

을 여러 날 찍어요. 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하루를 반복해서 찍습니다. 아이가 어떻

게 사는지 직접 얘기를 듣고 며칠간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의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벌이는 캠페인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

의 삶도 더 풍성해지길 바래요. 따뜻함을 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그 매개가 된다고 봅니다” 
- 영상제작센터 서훈석 대리 

“이제는 정말 많은 이들이 기부를 이미 경험했고, 경험이 없더라도 관심이 생겼죠. 그런

데 기부자들을 설득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온라인캠페인의 경우 PC용, 모

바일용 페이지를 동시에 제작해요. 모바일은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빠

르게 소비되는 경향이 기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부 

캠페인의 콘텐츠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노출 기회는 더 많아졌

지만 빠르게 소비되기에 핵심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기부자들이 원하는 언어와 방식

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빈곤 현장의 모습을 잘 전달하고 장기

적으로 그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끔한 충고에는 늘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NGO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온라인팀 이재웅 팀장
  / 출처 : 굿네이버스 블로그 내용 일부 인용 http://gnblog.kr  2016.02.19.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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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7. 모니터링과 시민행동

정부, 의회, 기업, 군 등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일이나 부정부패 등이 생기지 않는지 감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요.

서명운동이나 집회,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

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해서 바른 정책과 실천을 이끌어 내도록 해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2015 대전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을 진

행했다. 24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대전지역 145개 정기조사지점의 이산화질소 농도

를 조사했다. 자동차, 화력발전소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호흡 시 체내로 들어와 천식, 기관지염, 아토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대전

충남녹색연합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전거·대중교통과 같은 녹색교통 이용 및 차없는거

리·대중교통몰 등의 자동차 이용 억제 정책, 어린이 환경성 질환 대책마련과 같은 대기오

염 관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대전투데이 2015. 9. 22.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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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 직업으로서의 전망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시민운동가라고도 하고 활동 분야에 따라서 인권

운동가, 통일운동가, 환경운동가로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변호사, 디자이너, IT전문가 등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NGO

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권익옹호형 단체의 활동가는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논리적 분석력과 기획력이 필요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요구됩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의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대화나 발표, 글쓰기 능력 등을 

갖추면 좋습니다. 

또한 서비스 영역의 NGO는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의 전문 기술을 요하

기도 하고요. 하지만, 활동영역이나 담당 업무에 따라 갖추어야 할 적성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는 회계, 홍보, IT 등 일반 회사에서 필요

로 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요하기도 하므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특정 학문을 전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

보다 공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명감은 필수요건이에요.

단체의 활동영역이 전문화되면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활동가들이 등장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신생에너지 발굴, 권력 감시와 반부패를 포함하는 행정 영역, 경제 정의

실천, 사회복지, 인권, 규제 완화 등 국내외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사회

활동가가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및 분배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는 등 사회 내에

서 시민단체가 담당해오던 부분에 대한 의식의 고조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로 이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로 인

해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능력 있는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들도 증가하고 있어 활동가의 활동영역

이나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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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  바로가기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를 위해 유익한 활동

을 하는 시민조직들을 위해 IT관련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로 2013년 

6월에 만들어졌답니다.  

2. 어떻게 해서 NGO활동가가 되셨나요? 

저는 비영리IT지원센터 초기 설립 당시 <비영리 IT 대운동회>캠페인에

파트너로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

했어요. 

3.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비영리 및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위한 IT플랫폼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소프트웨어들을 공급 합니다. 단지 비영리단체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IT활용교

육을 해요. 그리고 정보기술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관

심을 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4.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끼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나 간단한 인터넷 이용 솔루션만 알려줘도 활용할 수 

있어서 신기해하고 고마워해요. 비영리단체들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 낼 때 뿌듯해져요. 그들이 IT기술

을 활용해서 사회에 유익한 일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INTERVIEW 비영리IT지원센터 체험IT팀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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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GO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꿈’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었어

요.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정규직이

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제가 어렸을 때는 허무맹랑

한 꿈도 있었어요. ‘우주정복’ 같은 것이라든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도 

했었죠.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꿈을 직업

으로 귀결시켜 버리는 듯해요. ‘꿈’은 ‘직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있었으면 합니다. 직업에

만 자신의 꿈을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NGO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

히 직업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꿈

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아요. 자신이 관심있

는 분야의 NGO를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방대한 일들을 

NGO에서 이미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잠깐의 클릭으로 알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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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시민단체

만도 총13,106개에요.(2016년 3월 31일 기준) 그러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풀뿌리 조직 중에는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곳들도 많아 우리사회

의 시민단체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주제로 활동합니다. 어떤 단체는 

하나의 주제(예를 들면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들은 한 단체에

서 환경, 소비, 교육 등 여러 주제를 다루기도 해요. 또 어떤 단체는 주제는 한 가

지이지만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여 활동하기도 합니다.(예를 들면 인권을 주제

로 하는 단체에서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다루는 것이죠)

사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주제와 대상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에는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혼합하는 양

상을 보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시민단체들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와 대상

이에요. 이러한 활동 주제에 따라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주제에

대해 알아볼까?

얍!

다양한 활동 주제와 수많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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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에 따른 시민단체

1. 환경·생태

2. 인권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위협당하는 아름다운 강과 
산을 지키는 자연 생태 보존 운동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탈핵, 
일상생활 속 유해물질 추방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인권(人權)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인권교육과 캠페인, 인권피해사례를 돕는 전통적인 활동에서 부터 
최근 우리사회에 늘어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들의 권익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펼칩니다.

KARA / 녹색연합 / 동물자유연대 /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여성환경연대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국제앰네스티 / 난민인권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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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ara.org/
www.greenkorea.org
www.animals.or.kr
www.ecoclub.or.kr
http://www.ecoin.or.kr/xe/
http://ecofem.or.kr/
www.nationaltrust.or.kr
kfem.or.kr
http://eco.or.kr/
www.amnesty.or.kr
www.nancen.org
http://www.sarangbang.or.kr/
www.wmigrant.org
http://www.migrant114.org/
www.womenandwar.net
www.minbyun.org
http://www.hrights.or.kr/


활동 주제에 따른 시민단체

3. 평화·통일

4. 여성

평화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는 평화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통일’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활동, 우리사회 시민들의 평화의식을 고취시키는 평화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합니다. 

남녀 간 불평등이 많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관습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성을 주제로 하는 단체들은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제
도개선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했고,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YWCA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동북아평화연대 /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어린이어깨동무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의친구들

NO
MORE
TEARS

NO
MORE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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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aceasia.or.kr/
http://www.saejowi.org/
http://www.okfriend.org/
http://www.krhana.org/
http://peacemomo.org/
http://www.peacefriends.org/
www.ywca.or.kr
www.sisters.or.kr
www.women21.or.kr
http://www.kncw.or.kr/
www.womenlink.or.kr
www.kdawu.org
http://ksm.or.kr/
www.peacewomen.or.kr
www.kwwnet.org
www.hotline.or.kr


포기해선 안돼,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

안선생님..??

5. 아동 ·청소년

6. 청년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사회의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
원활동,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전개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청년실업 문제, N포세대4) 등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청년스스로가 시민단체를 만들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 어려운 사회적 환경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오늘 날의 청년들을 비유한 표현. 2015년도 청년을 비유하며 등장한 
신조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 여기에 내 집,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뜻의 5포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뜻의 7포세대에서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N포세대로 표현되게 됨.

국제아동인권센터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탁틴내일 / 푸른나무청예단 /  품청소년문화공동체 / 함께걷는아이들

KYC한국청년연합 / 민달팽이유니온 / 청년광장 / 청년유니온

...

...

활동 주제에 따른 시민단체

http://cafe.naver.com/asunaro.cafe
http://www.childfund.or.kr/main.do
www.tacteen.net
www.jikim.net
http://www.pumdongi.net/
https://www.withu.or.kr:447
www.kyc.or.kr
http://youthunion.kr/xe/
www.incrc.org
http://www.facebook.com/ypower20/
http://www.facebook.com/page.minsnailunion/


7. 노인

8. 장애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주요한 사회구성원입니다. 약자인 노인을 
돕는 시민단체에서부터 노인스스로 노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단
체 등 노인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권익보호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은 시민단체의 오래
된 활동 주제의 하나였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 대한은퇴자협회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헬프에이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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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people.co.kr
http://knasw.co.kr/
http://www.helpage.or.kr/
http://www.accessrights.or.kr/
www.footact.org
http://www.cowalk.or.kr/
http://access.jinbo.net/
http://www.ddask.net/
http://www.karpkr.org/
www.elder.or.kr


1.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  바로가기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여성 장애

인들은 단지 장애로 인해 육체적으로만 불편함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심지어 교육, 노동, 건강 등 삶의 기본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누

리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여성장애인들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하는 이

들이 모였습니다. 2000년 4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

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충남지부로 인준 받고 여성장애인연대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등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해서 NGO활동가가 되셨나요? 

장애를 지닌 여성분들이 ‘남들의 도움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서로서로를 

돕자’라는 취지로 자조(自助)모임을 시작할 때 저도 참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충남여성장애인연대의 임원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단체 대표를 맡게 되었지

요. 

3.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 철폐를 위한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생활상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원하며, 

INTERVIEW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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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daws.or.kr/


취업, 문화 및 스포츠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의 폭을 넓히고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자 노력해요. 그것을 위해 교육, 상담, 모임운영 등을 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여성장애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일을 정말 잘 했구나’ 하

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처음 2012년 희망나래합창단을 창단하고 전국합창대

회에 참여하여 수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음정도 

박자도 모르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지닌 다양한 여성장애인들이 

모여 무더운 여름날씨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한 결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노래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부

둥켜 안고 울며 함께 기뻐했고 비장애인 심사위원이나 관객들도 기립박수로 우

리들을 지지해 주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

한 생각들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죠.  

5. NGO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원봉사나 체험활동, 캠프, 서포터즈 활동 등에 참여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꼭 NGO단체에서 근무하고자 목표를 뚜렷이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을 통해 배우는 점이 많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희망나래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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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 ·경제 ·사회감시 

지켜보고 있다.

10. 교육

정치와 경제는 전통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주제입니다. 공직사회의 권력남용과 국회의원
의 의정활동 등의 감시활동이나 금융실명제 도입, 소액주주운동 등 경제적인 불평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높은 교육열은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자리 잡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줄이기 
위한 노력,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활동들이 펼쳐집니

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한국투명성기구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교육희망네트워크 / 대안교육연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어린이책시민연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

잔꾀 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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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
http://civilnet.net/xe/
www.peoplepower21.org
www.opengirok.or.kr
http://www.action.or.kr/
http://www.gongdong.or.kr/
http://www.eduhopenet.org/
http://psae.or.kr/
http://cafe.daum.net/no-worry
www.eorinibook.or.kr
http://www.hakbumo.or.kr/2015/
www.ti.or.kr


11. 의료보건

12. 노동·농민·빈민

사회적 약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꿈
꾸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이용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알권
리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어민의 권익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과 농촌 살림을 보장하는 문제
는 현대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행동하는의사회

빈곤문제연구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주노동희망센터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실업단체연대 / 홈리스행동 /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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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fhr.org/
www.pharmacist.or.kr
http://gunchi.tistory.com/
http://www.konkang21.or.kr/korean/
http://msf.or.kr/
www.humanmed.org
http://haninews.com/
www.khpa.org
http://www.poverty.or.kr/
http://www.wrn.or.kr/Home/
http://woorimil.or.kr/
http://www.ijunodong.org/
http://www.refarm.org/
http://www.psau.co.kr/
http://www.homelessaction.or.kr/
http://www.heuk.or.kr/main/main.asp


13. 소비자

14. 도시·교통·안전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확립 및 소비자기본법 제
정에 기여했습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도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소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녹색교통운동 / 도시농업네트워크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지름신 금지!요리조리 따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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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cn.or.kr/
http://consumerskorea.org/
https://cuk.or.kr/index00.html
http://www.jubuclub.or.kr/
http://www.dosi.or.kr/
http://cafe.naver.com/dosinongup
www.safelife.or.kr
http://www.greentransport.org/
http://www.restroom.or.kr/


15. 국제협력

16. 자원봉사

해외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우리사회가 해외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필요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일반시민, 은퇴자, 기업, 청소년 등에게 자원봉사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전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교육, 시민자원봉사리더십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ODA Watch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굿네이버스 / 기아대책 /
월드비전 / 지구촌나눔운동 / 코피온 / 한국JTS / 한국컴패션

자원봉사이음 / 한국자원봉사문화 / 한국자원봉사포럼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4

지구를 지키자!

...

...

활동 주제에 따른 시민단체

http://www.odawatch.net/
www.goodneighbors.kr
www.kfhi.or.kr
www.worldvision.or.kr
www.gcs.or.kr
http://www.compassion.or.kr/
http://volunteereum.wixsite.com/volunteereum
http://www.kvf.or.kr/
http://www.ngokcoc.or.kr/
www.copion.or.kr
www.jts.or.kr
http://volunteeringculture.or.kr/
http://www.vkorea.or.kr/


1.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  바로가기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 지진이나 전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어떻게 해서 NGO활동가가 되셨나요? 

대학교 때 “국제개발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뭔

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구호단체에 기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곧 단순한 기부

를 넘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NGO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팔에서 빈민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했고 관련한 공부

도 하게 되었어요. 특히 네팔에서의 경험은 제가 이 단체에서 일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는데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하지만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아이들’

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권리옹호'란 쉽게 말해

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법, 제도 변화를 위한 모

든 활동을 말해요. 특히 국제개발정책팀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죠. 예를 들어, 자연재난이나 전쟁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배움

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INTERVIEW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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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NGO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도 하죠. 후원자 모집

을 위해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단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그리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

요. 

4.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법, 제도,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

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점, 원인, 해결책을 찾아서 정부와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까

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권

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조금이나

마 반영되는 걸 확인할 때 큰 보람을 느끼죠. 작고 더딘 변화들에서 모든 아이들

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 NGO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남을 돕는 좋은 일 혹은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고자 했던 사람들

을 직접 만나고 공부 하면서 부족하게나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돕

고 싶다면,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

와야 한다는 것!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을 하게 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

을 돕는 좋은 일, 멋진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리 잡고 있길 바래봅니다.

2014년 시리아내전 3년
글로벌 촛불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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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온라인 . 미디어

18. 문화·예술

현대사회의 주요한 매체인 미디어와 온라인에서의 공정한 보도를 감시하고, 열린 시민문
화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 영역에 있어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캠페인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동네형들 / 문화연대 / 서울프린지네크워크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한국의재발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반크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ART &
CULT U RE

FOR
EVERYO NE

어때요-

참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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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rimedia.com/Norimedia_Educenter/hom.html
http://www.mediayolsa.or.kr/
www.ccdm.or.kr
http://www.mediareform.co.kr/
https://www.mediact.org/web/
http://www.dongnebrothers.org/
http://www.culturalaction.org/xe/
https://www.seoulfringe.net:5633/
http://www.bookreader.or.kr/
http://prkorea.com/
http://www.rekor.or.kr/


19. 기부·모금·서비스

20. 대안사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독려하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서
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대안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만들어 가는 문제,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문제 등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단체
도 늘어납니다. 또한 시민교육과 환경, 인권과 정치·경제 분야 등 여러 영역을 복합적으
로 다루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아름다운재단 / 푸르메재단

YMCA / 두레생협연합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아이쿱생협 / 열린사회시민연합 / 한살림 / 흥사단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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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autifulfund.org
http://www.purme.org/
http://www.ymcakorea.org/
http://dure-coop.or.kr/
http://www.welfare21.or.kr/
http://icoop.coop/
www.openc.or.kr
http://www.hansalim.or.kr/
www.yka.or.kr
www.makehope.org
www.sharingkorea.net
www.lovecoal.org
www.donor.or.kr


INTERVIEW 마을예술창작소 ‘공간 릴라’ 허선희

1.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  바로가기

마을예술창작소 ‘공간 릴라’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어요. 2010년 겨울, 

근방에 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련했어요. ‘릴라’라는 이름은 ‘신의 놀이’, 

‘우주의 유희’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이고 사회관계 속에서의 만들어진 나를 

벗어나 타고난 ‘나’로 삶을 즐기자는 뜻을 담았어요. 공간 안에서는 마을 주민 

5~8명이 모여서 초보 악기부터 마음을 살피는 치유그림, 여성인문학모임, 손

작업을 하는 고양이손 공방 등의 모임을 해요. 그리고 공간 밖으로 나가면 사람

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 카페 앞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마다 아트스트리트 

공연/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 대안학교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아트서클 사람

들이 공연에 참여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방학때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환영입니다.^^) 

2. 어떻게 해서 NGO활동가가 되셨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내 시간을 내가 맘

껏 누리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 뒤로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서 실무자로 6

년,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교육을 3년간 했어요. 그러다 서울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보면서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만

들어줘야 하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문화예술과 서로 돌봐주는 마을을 연결해 

상상했고, 결국 지역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이런 삶의 성찰과 고민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게 한 것 같아요. 

3.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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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을의 한 주민이자 마을의 예술활동을 작게나마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에 공간 릴라의 문을 열고 고양이 자매에

게 아침밥을 주고 공간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기금 지원

을 받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정리하는 행정업무와 마을주민들의 모임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다과를 준비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주민 모임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고 근황도 묻고 차도 준비해요. 또 일 년에 한번 악기서클 

연합 공연 기획을 하고, 매주 금요일 공연행사를 위해 기자재를 챙겨 리어카에 

싣고 장소로 이동하는 등 공간 릴라의 행사를 두루 챙깁니다. 그리고 가끔 홍보

물도 만들고 포스터 부착도 하고, SNS에 홍보 게시물도 올립니다. 또 공간 릴

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을예술활동에 대한 안내와 공간운영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4.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일과 놀이와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공간 릴라’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상황

을 확인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일은 단체에서 하고 놀이는 혼자 영화 보고, 친구

들은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을동

무들과 같이 재미난 놀거리를 상상해서 판을 벌이면 그게 일이 됩니다. 스트레

스도 덜 받고 1분 1초라도 생생함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장 큰 보람은 

나를 포함해 릴라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5. NGO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평화는 갈등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015 성미산마을축제에서의 ‘공간 릴라’

마을주민 기타 서클 야간비행 공연

40



그 외에도 많은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비단 어른이 되어

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직업인으로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NGO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 혹은 동아리 활

동을 통해 다양한 NGO활동 경험을 해 보고 진로를 탐색하며 세상을 보는 안

목도 넓힐 수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
세

상
은

 넓
고, NGO도 많고, 할 일

도
 많

다세
상

은

 넓
고, NGO도 많고, 할 일

도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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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ngo 활동사례

“제 꿈은 여행가예요. 또 국제인권운동가도 되고 싶어요.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과 물만 들고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기,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인권을 위

해 행동하는 당찬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의 청소년그룹 ‘앰네스틴’입니다. 아이들은 ‘앰네스틴’을 통해 관심

사가 같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아이들은 인권을 위한 다

양한 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사실 대

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창의

적이며 사회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눈과 순수

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의미 있는 인권활동

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톡톡 튀는 창

의력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지지해줍니

다.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단순히 교과서에 쓰여진 인권 개념을 외우

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인권을 배우고 경험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인권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앰네스티의 첫 유스 캠페이너(Youth Campaigner)

로서 곳곳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세요! 교과서가 떠먹여 주는 인권은 한 사람의 이해에서 그치지만, 

스스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인권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 같이가치 with kakao_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5774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프로젝트 모금함 2016.1.29

한국의 청소년, 교과서 밖 진짜 인권을 말하다 :  

세상을 변화시킬 당돌한 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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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 과제, 우리동네 시민단체 찾아보기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민단체 활동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즐거운 직업탐색

이 될 것입니다.

지역 NGO센터
*지역 NGO센터는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http://www.seoulnpocenter.kr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t 02-734-1109   e contact@seoulnpocenter.kr 
f https://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천안NGO센터 http://ngo-center.or.kr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55 농협경영인 다목적회관2층 (두정동 655번지) 

T 041-562-1342  E cango1342@daum.net
f https://www.facebook.com/cangocente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찾아보세요

<찾아보기>

http://www.moi.go.kr 접속 -> 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민관협력 ->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을 누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게시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우리동네 NGO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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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 과제, 우리동네 시민단체 찾아보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2층 

T 042-221-1255  E ngodaejeon@gmail.com
F https://www.facebook.com/ngodaejeon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T 041-631-2005  E cnccs2005@gmail.com
F https://www.facebook.com/cnccs2016

충북NGO센터 http://www.cbngo.org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운천동) BYC빌딩 2층 

T 043-273-0321  E cbngocenter@hanmail.net
F https://www.facebook.com/cbngocenter

광주NGO센터 http://www.ngocity.org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43(치평동 1180) BYC빌딩 7층 

T 062-381-1133  E ngocity@hanmail.net
F https://www.facebook.com/ngocenter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http://blog.naver.com/peoplepublic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2 민들레빌딩 3층

T 053-423-9907  E public@citizenmadang.org 
F https://www.facebook.com/dgpeoplepublic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http://ngocenter.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양정센텀빌딩 6층

T 051-851-2452  E bsngo@hanmail.net
F https://www.facebook.com/simi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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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북을 기획한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에 만들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NGO를 돕는 

NGO"라고도 해요. 시민은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서와, NGO는 처음이지?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가이드북

[함께 만든 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사회개혁(advocacy)활동과 국제협력(네팔), 인권지원

(홈리스, 외국인노동자, 독거노인)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시민사회행정관을 거쳐, 지금은 강한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확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위정희((사)시민 시민교육위원장)

자원봉사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 배우는 매력적인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창의적 리더십

과 집단지성의 발휘를 촉진하는 소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서울YMCA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활동하다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요즘은 시민사회와 NGO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조철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자원봉사를 통해 비영리조직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지역과 전국, 민관 조직을 넘나들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 천희(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

펴낸곳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삼성빌딩 1층 (07317)

T 070-7733-3925      F 02-6280-3924
H www.simin.or.kr   E simin@simin.or.kr

www.facebook.com/siminsociety                                 Graphic & Design _아빠의 디자인

[도움을 주신 분]

같이가치 with kakao 모금플랫폼 기부자 1,138명 │(주)나눔환경 

SIMIN,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