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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 제117072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의거하여 발간

3. 작성방법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에 입력된 실적 추출하여 취합하는 보고통계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
○ 공표주기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업무처리 절차

○ 각 시․도에 실적입력 공문시행(전년도 12월초)하여 정보 시스템 실적 등록
○ 2월 ~ 3월 : 자료 취합
○ 4월 ~ 5월 : 내용검토 및 통계작성
○ 6월 : 책자 발행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 등록
○ 자료제공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책자는 국회 등 유관기관에 2000부 배포

→통계, 정부3.0정보공개), e-나라지표

- 자료를(한글파일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http://www.index.go.kr),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tat.kosis.kr:446/nsist/index.do.) 등에 등록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2002년「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최초 발간 (2002.4월)
○ 2008년「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일반통계 작성승인(제11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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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배경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련 각종 연구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2002년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최초 발간 (2002.4월)
○ 2002년 ~ 2007년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발간
○ 2008년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통계작성 승인
○ 2011년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보건복지부 승인규정, 2010.7월) 에 따른
헌혈봉사 통계 추가

○ 2016년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승인번호 변경(제117072호, 2016.8.28 개정)
○ 2017년 : 자원봉사활동 중 봉사활동별(성별) 현황 및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분야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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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작성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통계정보의 체계적·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생활화를 유도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며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관련 각종 연구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 주된 활용 분야

○ 사회복지자원봉사 정책 및 사업에 활용
- 사회복지자원봉사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활용
- 지역별·세대별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현황 등을 통한 봉사 프로그램 등 제공 확충에 활용
- 통계자료의 정보화 및 관리의 효율화에 활용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와의 연계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인증요원, 등록봉사자, 활동 봉사자, 봉사단체, 헌혈봉사활동 등
시설수, 종사자, 봉사자 등의 변화 추이를 통해 지표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OECD 통계지표와의 연계

-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작성하여 통계지표를 회원국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공

□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
○

‘2017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의 경우 2001년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 13265개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등을 통한 운영현황과 자원봉사 활동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음. 해당 자료 중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 등은 유사 통계인

」

「2018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 행안부 과 유사하게 시도별, 성별, 연령별 자원봉사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의 경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집계·분석된 자료임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기본계획 수립, 적절한 시설인프라 확충
○ 중앙정부, 학계 및 연구소 등 : 자원봉사 정책 수립, 사회복지분야 연구 수행
○ 국민 및 기타 : 대국민 서비스로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관련 정보 확인 및 이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수렴

○ 20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제1차 분과위원회(‘18.4.11) 등을 통해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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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현재 시계열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나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통계
자료 항목에 대한 정교화, 세분화가 필요하며, Row Data를 활용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통계연보 마감 시행 예정(2020.2월, 전년실적 마감)
- 2018년 제2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가 포럼, 시도관리본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규정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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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근거 : 2019년 제1차 시·도관리본부 관계자 간담회(‘19.1.10~11)

- 5 -

- 2019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2019.5월 시행예정)에 따라 인증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4항’에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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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및 용어정의

○ 시설봉사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
- 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재가봉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의 재가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
- 시설 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아동시설(그룹홈 등)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법인·단체·시설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양성·관리, 봉사실적정보의
인증관리DB등록,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인증관리사업을 담당하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위촉한 자

○ 봉사단체 : 관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서 개별이 아닌 집단을 구성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 지역사회봉사단 : 기술기능 중심의 재능을 봉사를 통해 나누는 전문봉사단
○ 인증서 : 관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명실공히 인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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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분류체계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항목 분류 체계
종류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봉사활동구분

항목
남
여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직(퇴직)
공무원
군인
사무관리직
자영_서비스직
기술_단순노무직
농수산업
주부
전문직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기타
시설봉사
재가봉사
전문봉사
지역사회봉사
해외봉사
기타봉사

종류
시설분류(수요처)

지역사회봉사단 일감

항목
품앗이*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세대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단체
보건의료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기타
노력행정
보건 의료
문화 예술
교통 환경
기술 기능
교육 학습
상담 정보
운영 지원

·
·
·
·
·
·
·

- * 품앗이 : 봉사활동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족품앗이‘) 및 지자체 ’자원봉사은행(품앗이 자원봉사)‘ 등
-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개인 수요처
-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특성상 봉사자에 대한 상기 분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적용
어려움

- 8 -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 구성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작성방법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보고양식(VMS 입력양식) : 봉사자(개인) 실적관리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보고양식(VMS 입력양식) : 봉사자(단체)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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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양식 검토 결과

○ 보고양식은 매년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 후 변경 검토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업 사업계획 승인(통계연보 발간 등, 복지부, ~2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발간 기본계획 내부결재(~3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인쇄 사업자 선정(~4월)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양식 변경 검토(~5월) *
*

‘20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양식 변경사항(발간예정)

- 통계 목차, 그림, 표 등 제목 영문 병기
- 분류별 통계표에 해설 추가(전년 비교 자료 등)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자료 검수 및 인쇄(~5월)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 절차

○ 사회환경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변경 및 업무 담당자의 의견 등 수렴하여 변경

□ 보고양식 변경 이력

○ 2016.5.9 자료수집 서식변경(*)에 따라 종교별 통계결과표 7개 삭제(총 43개 → 36개)
- *사유 : 종교에 관한 정보는 ‘14.6.5. 이후 수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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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종교정보 수집

변경)

:

종교정보 미수집

(

(

- 11 -

○ 2019.5.9 분류별 통계표 해설 자료 추가(총 62개)
○ 2019.5.17 통계 목차, 그림, 표 등 제목 영문 병기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및 인증요원 정보, 봉사자 및
봉사단체 정보, 봉사자(단체) 실적정보 등이며 각 운영현황 및 실적은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13000여개소)의 담당 인증관리요원에 의하여 입력 및 보고

□ 통계작성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분야, 기업,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현장별로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 및 위촉된 인증관리요원에 한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3. 통계작성 개편

□ 자원봉사 5개년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컨설팅(‘19년) 예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개편 필요성

- 인구감소 및 활동봉사자 정체 등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사회복지자원봉사의
통계 지표의 개발 필요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개편 계획 개요
- 현행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자료 분석 및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 표본집단 및 조사표 설계
- 봉사자, 인증요원 및 수요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대상의 방문·유선·설문을 통한
통계지표에 대한 수요조사
- 자원봉사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발간 자료 및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통계자료 연구 동
향을 조사 분석한 신규 통계 지표 개발
- 신규지표 목록 정비 빛 관리 방안 수립 (KOSIS 데이터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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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수집 과정
○ 전산입력

-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13,700여개소, 2019.2월 기준)에서 인증관리요원(25,479명)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 등록 후 시스템을 통한 자료 추출
∙ 봉사일감 게시,
자원봉사자 모집

⇨

∙ 봉사활동 수행
(활동일지작성)

⇨

∙ 해당 봉사실적
시스템 입력
(활동일지근거)

⇨

∙ 집계

○ 오류점검
(관리센터)
- 1차 : 기초 관리본부 업무 담당자별 입력한 자료 검토 및 보완
- 2차 : 시도 업무 담당자 자료 검토 및 보완
- 3차 : 중앙관리본부 담당자 자료 추출 및 보완
- 4차 : 복지부 업무 담당자별 입력한 자료 최종 검토 및 보완

○ 자료집계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담당자가 자료 취합하여 통계 작성 및 발간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보고담당자 대상 교육

○ 작성방법 및 주요사항 전달
- 최초 인증요원 위촉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을 통한 실적입력 등
보고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매3년(36개월)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인증요원 권한을 제한(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경과 시는 양성
교육 재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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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 의문사항에 대한 유선상담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
○ 의문사항 접수 및 조치
-

의문사항을 접수받아 중앙관리본부 업무 담당자가 유선상담 등으로 조치

□ 보고양식 변경 시 담당자 교육
○ 문서자료 송부
-

보고통계로 담당자 교육 없이 문서 및 양식에 작성요령 및 매뉴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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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보고일정 준수

- 통계작성 일정별 해당 기초관리본부 담당자에게 독려하여 미준수 사례는 없음
- 자원봉사활동 지표 특성상 기초관리본부가 실적 등록 미달 시 실적 누락 발생되며 추후
실적 마감 등의 절차 마련 예정

□ 주요 항목별 기입요령 및 유의사항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를 통한 자료 추출
- (기초관리본부 실적입력 예시 - 봉사자 실적)

- (기초관리본부 실적입력 예시 - 봉사단체 실적)

- (통계연보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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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

○ 주요 질의응답 및 오기입력 방지를 위한 사항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처리 지침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를 통한 자료 추출
○ 실적 입력 누락 발생시 봉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실적입력(3년 이내) 제한적 가능
- 기초관리본부 대상 실적 마감 등의 절차 마련 예정(20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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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및 코드체계
○

통계연보 만을 위한 별도의 입력시스템은 없으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 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출

- 전국 13700여개 기초관리본부, 17개 시도 관리본부 및 외부 연계(행안부1365, 대한적십자사) 등
실적 입력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통계연보 실적 관련 코드 체계

□ 자료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 방법
○

통계연보 만을 위한 별도의 입력시스템은 없으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 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출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등의 개별 실적을 통계로 추출하고 개별 건에 대한 통계 검증진행
- 자료입력 교육 등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인증요원 위
촉 이전 교육 시행
- 통계 추출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실시 없음

2. 자료내검

□ 보고 단계별 개별자료 중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

통계연보 만을 위한 별도의 입력시스템은 없으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 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출

- 전국 13700여개 기초관리본부, 17개 시도 관리본부 및 외부 연계(행안부1365, 대한적십
자사) 등 실적 입력을 기반으로 추출하며 미 입력 실적의 경우 제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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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검(현장, 입력 등)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추출된 자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의 별도의 배치 프로세스를 통해 집계
및 추출 되므로 세부 항목별 현황 통계장표 비교 등으로 내검 실시
-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등의 개별 실적을 통계로 추출하고 개별 건에 대한 통계 검증진행
- 자료입력 교육 등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인증요원 위촉
이전 교육 시행
- 통계 추출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실시 없음

□ 집계된 자료를 통계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자료를 집계하여 통계화 하고 있으며, 통계연보 만을 위한 별도의 입력시스템은 없으
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출
-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 메뉴를 통해 현황 과 통계 수치 비교 검토 가능

3.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시스템 추출시 단계별 집계프로그램에서 이상치 오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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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 통계의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연도별 등록자원봉사자 현황(연도별/시·도별)

○ 연도별 활동자원봉사자 현황(연도별/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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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별/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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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통계의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의 이용 시 유의사항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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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통계 결과 및 분석결과 기술 (적용 예시)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

○ 전년도 1~12월(익년 2월 말까지 입력된 자료)

□ 공표시기

○ 매년 6월 말(익년)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및 방법

○ 계획에 따라 공표일정 수립
- 공표 : 매년 6월 말

○ 공표방법 : 복지부 홈페이지 및 책자 배부
- 책자는 통계청, 국회 등 유관기관에 2000 여부 배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통계 정보공개)
-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 : http://stat.kosis.kr:446/nsist/index.do.

○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년도

공표계획

실제 공표시기

2016

2017.5.31

2017.5.31

2017

2018.5.31

2018.7.31

지연사유
용역업체 선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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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공표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고시기 등이 동일함

4. 통계활용 실태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 등 결과

○ 2017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접속횟수 (2019.2 기준)

○ 2016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접속횟수 (2019.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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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내용
○ 년도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붙임)2019년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계획서 2-3항 참조“

○ 사업 기본계획(내부결재)

- “(붙임)2018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제작 및 배부계획(내부결재) 참조“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서비스 경로
○ KOSIS

- https://www.narastat.kr/pms/scs/css/selectConfmStats.do?confmNo=117072&selectMenuId=0010002300427436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대국민 홈페이지

- https://www.vms.or.kr/openspace/paperView.do?board_seq=1300380

○ 공공데이터포탈

-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381699&fileDetailSn=1

2-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자 및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KOSIS 통계별 설명자료 조회
○

(인터넷, http://meta.narastat.kr)에서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에 대한 통계개요 등
설명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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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및 근속년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 최근 3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교육일자

교육기관

과정명

참여인원수

2018.7.6.

통계청

통계DB관리시스템 이용자 정기교육

1

2018.6.21.~22.

보건복지부

2018년 보건복지통계발전 워크숍 참석

1

2. 사업예산

□ 전체 및 주요 항목 또는 활동별 사업예산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처리 시스템 사양 및 관리주체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주요 사양
구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VMS)

구분

항목

WEB/WAS(H/W)

x3550 M5 x 2

WEB/WAS(S/W)

Resin pro SVR plus

DBMS (H/W)

Oracle ODA X6-2 H/A

DBMS (S/W)

Oracle Enterprise Edition 12c

리포팅

사양
이중화 구성
이중화 구성

S/W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관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내역
○

‘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 코드자료
표준화 및 통계연보 추출 기능 자동화 반영

- (붙임)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 ‘19년 통계연보 컨설팅(예정)
- (붙임)사업계획서

- 인구감소 및 활동봉사자 정체 등을 반영한 통계 지표 고도화 등 신규 개발(2019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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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매5년 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이에 따른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18~’22) 수립(‘17)」에 따라 2019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컨설팅 예정
(참조)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
가기본계획을 수립(제9조)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10조)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조) 수립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06.2) 및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06.12)
○ 자원봉사진흥 제1차 국가기본계획(‘08~’12) 수립(‘07)
-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08~’12)
○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수립(‘12)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3~’17)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18~’22) 수립(‘17)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18~)

(참조) 5개년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18
‘19 ‘20 ‘21 ‘22 ‘23 산출근거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연구보고서
컨설팅 목표치 실적 목표치
1회
사회복지자원
봉사 실시간 목표치 실적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결과보고서
통계정보 통계제공
1회
제공기능 구축
강화 통계연보 목표치 실적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발간 2,000부 2,000부 2,000부 2,000부 4,000부 4,000부 4,000부 발간부수
○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 통계연보 마감 시행 예정(2020.2월, 전년실적 마감)
- 2019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개정(2019.6월 시행예정)에 따라 인증관리규정
- 26 -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4항’에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등
록을 제한할 수 있다’ 추가

- 27 -

Ⅸ. 참고문헌
1. 기타 문헌

□ 기타 문헌

○ 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 과제(보건복지포럼, 2018)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0113

○ 나눔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보건복지포럼, 2016)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999468

○ 사회복지 자원봉사 참여와 계층상승 가능성(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80576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