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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멸치 콩 김 밥이면 충분하조’입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시 유의 사항,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하지 말아야 할 사항(주
의 사항)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자기 이익을 위해 장애인에게 가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
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가식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숨겨진 마음은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인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비장애인이고, 그것을 떠나서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두 다 해주려고 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어려워하고 시간
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해주기보다 스스로 해 나가며 자립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클라이언트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외부인인 봉사자
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편안하게 다가가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봉사자 자신의 봉사시간과 같은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받을 도움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야 합니다. 섣불리 도우려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두고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일시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라는 것도 클라이언트와 교
류하는 활동이므로 일시적이거나 드문드문 하는 활동은 봉사 대상자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활동을 잘 조율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덟째, 외부인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지만,
클라이언트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도움을 줄 때 더 친근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잘 못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봉사자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해 정확한 욕구에 맞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한 토의 내용입니다.
1. 적당한 관심을 넘어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다보면 봉사 대상자가 부담을 가지거나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 부담스러울 정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상처받지 않도록 언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3. 클라이언트가 직접 해보고 싶거나 할 수 있는 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나
서지 않아야 합니다.
4. 활동을 조급하게 끝내려고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봉사자는 활동을 자신의 시간과 능력
에 맞추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5. 봉사를 할 때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사람마다 특성이 각각 다르듯이 장애인에게 봉사를 할 때에도 각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봉사해야 합니다. 장애
인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족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7. 장애인을 나와 동떨어진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개인적인 기분 변화에 따라 행동에 기복 없이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9.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진심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
한 편견 없이 이해와 관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10.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봉사자의 생각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을 가지고 웃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주의사항)입니다.
봉사자 혼자 앞서가지 않고 장애인 분들의 속도에 맞춰야합니다.
장애인이 원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과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거나 과분한 활동을 억지로
시켰을 때 느끼는 부담감과 그 활동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많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장애인을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생활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봉사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생활
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끼리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자는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클라이언트를 판단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동정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억지로 도와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이상으로 멸치 콩 김 밥이면 충분하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