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2월
SNU, 인권현장 속으로 2017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인권단체 안내서

본 안내서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필요 자원활동
인원과 구체적인 요건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안내서를 찬찬히 살펴보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서에 나온 단체의 자원활동 담당자나 인권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청은 해당 단체에서 요청한 인원 이상이 신청한 경우 선착순에 따라 마감될 예정이며, 최
소 6개월 동안(올해 7월~12월) 성실히 자원활동을 해야 하므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16개)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언론인권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인권정책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실의 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단체신청서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피난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9라길 35 피난처 라이트 하우스

홈페이지 주소

www.pnan.org(피난처), www.unischool.org(자유터)
- 국제 난민 법률지원 (난민케이스 인터뷰, 리서치, 통번역 업무)
- 국제 난민 생활지원(의료, 심리상담, 취업, 숙소, 공동체 개발 등)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 탈북 인권법 관련 활동
- 국내 탈북민 대상 자유터 평생교육원 운영
(영어교실, 글쓰기교실, 문화교실, 대학입시 지원 등)
- 중국내 탈북여성 자녀 후원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주형준

전화번호

010-5650-0227

이 메 일

junju.pn@gmail.com

활동#1) 난민지원 관련 통번역 활동(프랑스어, 아랍어)
- 난민과의 법률, 생활, 취업 지원 면담 시 통역
- 난민 박해상황 관련정보 번역
활동#2) 난민지원 관련 홍보 활동 보조
- 피난처 SNS 관리: 새 글 작성 및 게시 등
- 피난처 뉴스레터 관리: 소식 글 작성, 취합, 발송 등
자원활동 상세내용
(*중요: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활동#3) 난민지원 관련 디자인 활동
- 난민 관련 자료 및 홍보물 등에 들어갈 디자인 작업
활동#4) 난민 본국 요리 사업 활동 보조 (취업지원 관련)
- 케이터링, 판매, 창업 등 보조
활동#5) 난민숙소 관리 활동 보조
- 난민숙소 침실, 부엌, 마당, 창고 등 청소 및 정리 정돈
* 숙소 거주 난민과 함께 할 수도 있음
- 난민숙소 행정업무 보조
활동#6) 탈북민 대상 자유터 평생교육원 영어교사 활동

공통
(활동#1~5)

- 난민 및 국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 나이 제한 없음
- 기독교 가치관에 거부감이 없는 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무관)

활동#1)
-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 구사에 능한 분
활동#2)
- SNS 활용, 글쓰기, 편집 등을 좋아하는 분
자원활동 요건

활동#3)
- 디자인 작업 가능한 분
활동#4)
- 난민과 함께 자립을 일궈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
- 운전 가능한 분 우대 *사업 관련 외근 일정으로 인해
활동#5)
-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
- 청소를 잘 하는 분 / 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활동#6)
- 24세 이상 기독교인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3시간 이상
활동 권장.)

활동#1~5)
- 활동 횟수 : 주 1회 이상
- 시간 : 08:30~17:30 중 협의 후 결정
- 요일 : 월~금요일 중 협의 후 결정
활동#6)
- 활동 횟수: 주 2회
- 시간: 18:30~21:00
- 요일: 월~목요일 중 협의 후 결정
활동#1) 각 언어별 1명

요청 인원
활동#2~6) 각 1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활동#1~5) 자원활동 첫 날 30분~1시간 이내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활동#6) 자원활동 첫 날 17:30~18:30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활동 전 신청자와의 면담 있음: 면담 후 활동 여부 등 결정

2017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 언론인권센터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

홈페이지 주소

www.presswatch.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 언론의 허위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미디
어이용자의 권익보호운동을 목표로 창립함.
○ 주요활동은 현재 15명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보도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민․형사 소송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언론사
종사자를 상대로 언론보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출판
사업을 하고 있음.
○ 언론인권센터는 이와함께 언론인권시민교육, 청소년미디어캠프,
미디어모니터팀 운영,언론 심포지엄 및 포럼 주최, 성명 및
공개질의서 발표, 언론 및 인권 관계법률 제․개정 활동 등, 시민들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언론권이라는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전화번호
이 메 일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윤여진
010-3226-3872
jean70@hanmail.net

방송모니터활동 참여 및 모니터보고서 작성
언론인권센터 홍보작업, 미디어관련 토론회 홍보 및 정리,
언론피해사례 정리
시민권 및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

자원활동 요건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알권리,
언론윤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신청자와 조정하겠습니다.
활동 권장.)

요청 인원

2 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추후 공지하겟습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4 (경기대로 11길 14-4) 3층

홈페이지 주소

www.khis.or.kr
- 다국적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 해외진출 한국기업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문제 국내 소개 및 연대
름

나현필

전화번호

02-736-5808

이 메 일

khis21@hanmail.net

이
자원활동
담당자

자원활동 상세내용

상기한 국제민주연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번역/조사/연구를 주로 수행하되, 캠페인과 세미나 등에도 참여함

국제민주연대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 요건

학생이라면 외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가급적 주당 4시간 이상을 사무실에 나와서 자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구체적인 요일 및 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활동 권장.)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2-3명
자원활동가 활동 첫날에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특별히 없습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난민인권센터

주소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층 401A

홈페이지 주소

nancen.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인권 분야 - 난민
난센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활동함
주요 활동
① 제도개선 및 법률지원 활동(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법률지원, 외국인
보호시설 모니터링, 관련 제도개선 등), ② 사회적 처우개선(상담,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③ 시민교육 및 캠페인(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 관련 연구 및 시민교육), ④ 국제 연대 활동 등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전화번호

이 슬
02-712-0620

이 메 일
refucenter@gmail.com
난민 법률지원 및 생활지원 활동 보조
난민 법률지원 케이스 조력 보조(케이스 리서치 및 정리 등 수행), 난미
자원활동 상세내용

아동 가정방문 동행, 기타 수시 발생 제도개선 활동 참여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시민교육 및 캠페인 활동 참여

난민 인권 교육 및 난민 일상기록 에세이집 발간(2017년 하반기 수행
사업) 실무 참여, 기타 수시 발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참여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고, 책임감 있게
자원활동 요건

이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활동 권장.)

요청 인원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 활동 요일 조정 가능
활동 시간- 주 최소 4시간 이상 (유동적, 추후 협의 후 결정)

3-5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017년 7월 4일 화요일 (활동 첫날 예정)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402호

홈페이지 주소

http://www.humanpolicy.com
사단법인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인권정책연구소는

인권정책

전문

민간연구소로서,

인권가버넌스 연구, 인권 정책 관련 토론회,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계발 및 진행,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매뉴
얼 번역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권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강미선 사무국장

전화번호

02. 2633. 0336

이 메 일

humanpolicy@naver.com

* 해외자료 번역 작업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 녹취파일 작업
* 그 외 연구소 업무지원 등
* 주 1회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자원활동 요건

* 외국어 번역 가능하신 분
* 인권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활동 권장.)

요청 인원

활동 요일, 시간등을 지원자와 협의 가능합니다.
(점심 및 소정의 교통비 지급합니다.)

1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017년 7월초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단체 이름
주소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 Center)KSCRC
서울시 연희로 2안길 22 광남캐스빌 2차 701호 우)03784

홈페이지 주소

www.kscrc.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성적소수자 인권과 문화활동,
성적소수자관련 인권활동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양은오(홀릭)

전화번호
이 메 일

출판,

010-4903-2046
kscrcmember@naver.com / sheholic@gmail.com

자료찾기, 번역 관련
센터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공간
정보 지원을 위한 “프라이드 하우스” 관련 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자원활동 요건

있어요 관련해서 번역, 가이드 라인 만들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좋
아요.

활동 요일 및 시간

성적소수자 관련 용어를 아시거나 감수성이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일주일에 한 번(협의), 4시간 정도 낮시간 좋습니다.
활동 권장.)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1명
일정이 정해 지면 센터 상근 활동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 될 거
같습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101동 411호

홈페이지 주소

wde.or.kr
①장애여성 인권사안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사업, 연구정책 활동
②장애여성 성폭력상담 및 피해자 지원과 성문화 운동 전개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③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④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장애여성 독립생활지원 사업
⑤장애여성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
⑥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자원활동
담당자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자원활동 요건

름

이진희 / 박서연

전화번호

441-2384

이 메 일

wdc214@gmail.com

● 실제 NGO 단체의 실무활동 경험 및 지원
● 단체 진행 프로그램 보조진행
● 장애여성 인권증진 활동 및 일상지원

-.장애여성인권운동을 지지하며 자원활동을 통해 동참하고 싶은 의지
가 있는 사람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
간기입. 주 최소 4시간 이

요일, 시간 학생과 조정 가능

상활동 권장.)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 명
*2017년 7월 중,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권장.
-.학생과 소통하여 조정 7월 1주 중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9-13

홈페이지 주소

https://www.womenandwar.net/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활동 및 전시, 교육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이 지 영

전화번호

02-392-5252

이 메 일

war_women@hanmail.net

1. 정대협 활동 (수요시위, 캠페인, 사무행정)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2.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자료실 자료입력 및 정리
3.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포센터 및 도슨트
4. 후원물품(나비팔찌)제작 지원 등
5. 단체관람 사진 촬영 및 관련 서류 정리
1. 책임감있는 자세.

자원활동 요건

2. 본인 활동 가능 시간을 명확히 표시 요망
3. 본인이 원래 지원한 분야 외에서의 활동 가능성 있음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

1. 최소 주1회, 2시간 이상
(학생에 따라 특별한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가능)

간기입. 주 최소 4시간 이
상활동 권장.)

2. 방학기간에는 되도록 오후 활동 가능자 지원 요망 (박물관)
3. 요일 겹치지 않도록 지원 요망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진행 등)

5명
본격적인 봉사 시작 전에 참여 학생들 일괄적으로
기본교육 및 박물관 관람 예정
-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단체신청서
인권단체 이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3, 지층
www.mapcast.org

홈페이지 주소

facebook.com/map.asiapeace
blog.naver.com/m-a-p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igration to Asia Peace; MAP)는 아시아 지역
에서 일어나는 비자발적 이주(분쟁, 재해, 빈곤 등으로 인한 이주) 문제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에 대해 아시아인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위해 2015년 한국에서 시
작된 비영리단체입니다. M(migration) - 난민사회통합사업, A(asia) 아시아 귀환난민 공동체 지원사업, P(peace) - 인권평화교육 활동을 통
해 고향을 떠나온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사회구성원들이
평화와 이로움의 씨앗으로써 서로다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조 주 연 사무국장

전화번호

010-3328-0612

이 메 일

diversity@mapcast.org

활동내용에 따라 단체 사무실에서의 활동 혹은 재택활동 형태로 진행
됩니다.
¨ M(migration) - 난민사회통합사업
1) 국내 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난민 건강실태 설문조사 통·번역
난민에게 제공되는 난민지위 인정절차 및 제도 관련 정보 번역
※ 상기 설문조사 활동의 경우, 통역보다 번역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
※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버마어, 벵갈어, 우르드어, 러시아어 등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 난민지원 자원활동가로서의 역량 배양을 위하여 통·번역 활동가 대상
의 정기교육을 진행함.
2) 난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해외 법·제도 및 관련단체 메뉴얼 리서치 포함)
¨ A(asia) - 아시아 귀환난민 공동체 지원사업
: 미얀마 귀환난민 마을지원 프로젝트 관련 온라인 모금활동
¨ P(peace) - 인권평화교육
1)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본 단체 소속의 청
소년 동아리 [라비에벨]의 활동 지원.

2) 팟캐스트를 통해 지역사와 이주민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팟캐스트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성남 휴먼스] 교육 지원.
※ 팟캐스트 성남 휴먼스는 성남시교육지원청의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
의학교” 선정사업임. 성남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7년 6월 ~ ’17년 10
월(월 2~3회/토요일)에 진행됨.

#1 M(migration) - 난민사회통합사업
- 상기 명시된 언어로 작성된 문서 번역 and/or 통역이 가능한 분
- 관련이슈 해외사례 리서치가 가능한 분
자원활동 요건
어떤 활동을 희망하는지
지원서에 명기해 주세요.

#2 A(asia) - 아시아 귀환난민 공동체 지원사업
- 온라인 캠페인 및 소셜펀딩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 및 진행 경험
이 있는 분
#3 P(peace) - 인권평화교육
- 인권평화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일반에 경험이 있는 분
※ 참여 분야에 따라 활동 진행장소 및 요일, 활동시간이 상이합니다.
- 번역, 리서치,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분야는 자원활
동가와의 일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장소
- [팟캐스트 성남 휴먼스] 교육 지원활동의 경우, 6월을 시작으로 활동
이 종료되는 10월까지 성남 소재의 본 단체사무실에서 월 2-3회 토요
일 3시간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자원활동가의 수업참여 가능여
부에 따라 수업준비 등으로 활동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M(migration) - 난민사회통합사업: 00명
요청 인원

¨ A(asia) - 아시아 귀환난민 공동체 지원사업: 2명
¨ P(peace) - 인권평화교육: 2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사전
면접 여부 등)

활동이 시작되는 첫 주에 단체 이해 및 활동 소개를 위한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 미정)

자원활동가의 관심분야와 실제 활동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자
와 단체 사이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자 면접 진행을 희망합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글로컬페미니즘학교(NGA/SF)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길 14, 3층

홈페이지 주소

glocalactivism.org

주요 인권 분야 및

중국, 멕시코, 한국의 노동, 생태환경, 여성, 국제 분야의 인권 관련 이

활동

슈 대응과 공동캠페인 등의 활동
이

자원활동

름

이은숙

전화번호

010-4714-2692

이 메 일

myleeus@naver.com

담당자

-멕시코, 중국, 한국 사회의 인권, 사회운동, 페미니즘 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조사
자원활동 상세내용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의 내용이나 책자를 스페인어나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중국어로 번역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의

활동을

자료화(사진,

스크랩

등)
-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중 1개의 언어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사
자원활동 요건

람 (또는 한국어를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중 1개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 1주일에 1회 이상 꾸준히 활동이 가능한 사람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시간이 가능한 사람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기타 자세한 시간은 학생과 대화를 통해 조정

활동 권장.)

요청 인원

3~5 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재단법인 진실의 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5층

홈페이지 주소

www.truthfoundation.or.kr
진실의힘은 7-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의 고문 끝에 허위 자백
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진 피해자들 중 재심재판을 통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
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법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지원사업, 고문피해자 치유와 재활을 위한 연
구, 조사, 교육, 홍보. 고문방지조약 이행감시활동, 아시아 인권침해 피
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이사랑

전화번호

02-741-6260

이 메 일

truthfoundation@hanmail.net

- 조작간첩 사건 관련 과거 사건 및 재판기록, 녹취기록 정리 후 고문
생존자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인터뷰 결과를 정리
(글, 카드뉴스, 그림, 영상 등 학생의 선호에 따라)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진실의힘 ‘기억의 루트’ 준비 및 참석: 기억의 루트’는 과거 국가폭력
이 자행된 장소이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지운 장소들(남산 안기부터, 소
격동 보안사 등 국가기관 터 등과 민간인 학살터 등)을 시민과 학생이
국가폭력
자원활동 상세내용

생존자와

함께

찾아가는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Never

again’,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각 장소와 관련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사건 스터디, 자료 준비 등을 함께 합니다.

- 진실의힘 ‘마이데이’ 준비 및 참석: ‘마이데이’는 국가폭력 생존자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 공감하는 관객들과 삶 전반의 이야기를 나
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고 같이 준비합시다. (프로
그램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 참조)
-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자료 및 논문 정리
- 아시아 인권이슈 시기별/쟁점별 자료 축적 및 정리
- 하반기 진실의힘 행사 및 강연 참석, 그리고 진실의힘 사무업무보조
등의 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여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감 넘치고 즐겁게 할 수
자원활동 요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이 가능하면 좋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반갑게 만나,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요청 인원

학생과 대화를 통해 조율 가능하나 주 4~5시간 이상 선호
4~5

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7월 첫째 주 중 협의에 따라 조율 가능.

일정
기타 요청 사항

없음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3

홈페이지 주소

3층

http://www.workingvoice.net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화 등으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음.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물론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이

자원활동
담당자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자원활동 요건

름

변정윤

전화번호

02-312-7488

이 메 일

skipper2001@hanmail.net

비정규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사업 인터뷰 동행/ 성명서 초안 작성/
토론회 참가/ 청년비정규활동 관련 사업 결합/ 웹자보 제작/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방문 등

비정규노동과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다 가능합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
간기입. 주 최소 4시간 이

요일과 시간은 학생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상활동 권장.)

요청하시는데로 최소 1주일에 4시간 이상은 활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1명
대학생 인권활동 자원 활동에 선정되면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첫 번째 날 잡겠습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홈페이지 주소

http://www.sisters.or.kr/
-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활동 (임파워먼트, 의료, 법률, 기타)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 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 운영
- 성폭력 관련 대중교육, 전문가교육, 연구 및 관련서적 출판
- 여성폭력 의제 캠페인 (길거리괴롭힘, 사이버성폭력 등)
- 성폭력피해자/여성/소수자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감시 및 제언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김혜정 (오매)

전화번호

02-338-2890

이 메 일

ksvrc@sisters.or.kr

자원활동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주요 관심사/역량과 조정하여 세부업무 선정
자원활동 상세내용

- 예시 업무 : 성폭력 관련 토론회, 행사 등 참석, 리뷰작성
언론에 난 성폭력기사 통계, 분류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단체운영에 필요한 보조업무 (문서정리, 아카이빙, 기타 제작)

자원활동 요건

활동 요일 및 시간
요청 인원

- 젠더, 폭력 문제에 관심있고, 향후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분 우대
- 본인만의 어떤 역량, 기술이 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는 분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주 1회 3시간 이상 (학생과 대화 통해 조정)
1

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근무 첫 날 + 팀별 추가 오리엔테이션(미팅)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상담소에서 알게 된 상담사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주소
홈페이지 주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 65길 16 SSPM 빌딩 4층
www.wmigrant.org
1) 이주여성 인권 지원 활동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2)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3)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교육 등 이주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운영
5) 이주여성 인권 보호 캠페인
이

자원활동
담당자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자원활동 요건

름

김혜정

전화번호

02)3672-8988

이 메 일

wmigrant@wmigrant.org

1) 한국어 교실 등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지원
2) 후원회원 관리 및 모금 관련 실무 보조
3) 캠페인 관련 사무 보조

1) 여성에 한함 (여성 피해 보호시설 포함하고 있음)
2) 1주 1회 4시간 이상 가능하신 분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

* 평일 (월-금)에 한함. 시간과 요일은 조정 가능.

간기입. 주 최소 4시간 이
상활동 권장.)

요청 인원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진행 등)

2명
2017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변경 가능)

2017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한국인권재단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번지 창비서교빌딩 4층

홈페이지 주소

www.humanrights.or.kr
Ÿ

<인권교육> : 시민인권교육과정,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한국인권평화토론대회 등 인
권교육 프로그램 주관 및 수행

주요 인권 분야 및

Ÿ

활동
Ÿ

<기업과 인권> : 기업 인권영향평가, 민관협력, 기업과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포럼
및 연구 수행
<개발과 인권> : 국제개발협력 인권기반접근(HRBA), 애드보커시 등 관련 교육, 정책
연구, 시민단체 네트워크 수행
이

자원활동
담당자

름

안

선

희

전화번호

02) 363 - 0002

이 메 일

khrg99@gmail.com

활동 1: 인터뷰 (1명)
- 월 1회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인사동편지) 게재용 인터뷰 작성
- 인터뷰 시 필요한 단체조사, 질문지 작성, 인터뷰, 기사 작성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 그 외 필요시 인권 관련 자료조사 등 요청 예정
활동 2: 인사동캘린더 (1명)
- 인권 관련 특정일을 조사하여 짧은 문단으로 작성, 온라인 뉴스레터
(인사동편지)에 게재
- 그 외 필요시 인권 관련 자료조사 등 요청 예정

자원활동 요건

- 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분 선호함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활

*요일/시간이 자유롭거나 학생과 대화 통해 조정하는 경우, 그렇다고 써주세요.

- 학생과 대화를 통해 조정 (단, 주 1회 4시간 이상 참여 가능자)

동권장.)

요청 인원

2 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자원활동가 출근 가능한 일정 첫날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진행 등)

사전에 면접을 통해 활동을 확정했으면 합니다.

2017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일로 162, 504호

홈페이지 주소

www.jinggeomdari.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
·
·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
청소년 학생 인권·참정권
예술로 배우는 ‘다양성 이해(틀림과 다름)’
민주시민교육(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 진행

이
자원활동
담당자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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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3-2468

이 메 일

civicedu2016@gmail.com

· 연구 리서치 프로젝트(인턴과 협의 후 과제 선정)
·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회원관리 등 일상업무

· 의지, 성실, 탐구력

활동 요일 및 시간
(자원활동 가능 요일, 시간
기입. 주 최소 4시간 이상

· 월-금, 시간 조율 (자원활동가 희망시간)

활동 권장. )

요청 인원

2(+α)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 첫날 가능

· 면접 가능할 경우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