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CONTENTS

01
서 론

02
타임뱅크의
발생배경과
주요 개념

03
국외 타임뱅크
사례

책임연구 김자옥(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 양혜란((사)타임뱅크 코리아 사무국장)

2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3

1. 타임뱅크 관련 용어

15

2. 타임뱅크 발생의 시대적 배경

17

3. 시장화폐와 타임뱅크 화폐

20

4. 코어경제

24

5. 코프러덕션

29

6. 한국의 사회문제와 코프러덕션

34

7. 코프러덕션의 여러 가지 차원

36

8. 코프러덕션이 아닌 것

37

9. 코어경제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 복원

38

10. 코프러덕션이 추구하는 중심가치

40

11. 코프러덕션과 중심가치

42

12. 타임뱅크 운영원칙으로서 코프러덕션

42

1.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타임뱅크

46

1) 타임뱅크 시범운영의 목적
2) 타임뱅크 운영 거버넌스

46
  47

3) 평가

47

4) 타임뱅크 회원등록 현황

48

5) 회원 및 봉사시간 증가

49

6) 도움 주고받기 현황

50

7) 자원봉사 시간 증가

51

8) 도움 주고받기 교환과 지속적 참여 의지

52

9)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동기

53

10) 건강과 삶의 질 향상

  53

11) 사회적 자본

  56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56

13) NSW 타임뱅크 현재 상황

58

3

CONTENTS
2. 영국 템포 타임뱅크

114

제2장.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117

60
61

3) 템포 타임뱅크 프로그램의 특성  

62

4) 템포 타임뱅크 모델

62

5) 템포 타임뱅크 모델  

63

1)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121

6) 템포 시간화폐의 사회적 임팩트 연구

63

2)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123

7) 3가지 핵심영역으로 본 템포 타임뱅크 임팩트

65

3)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 개선 요구

124

8) 건강과 사회적 처방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젝트

66

2.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

125

9) 건강과 사회적 처방 효과

68

1) 자원봉사 개념 및 의미

125

10) 학교 타임뱅크 프로그램

69

2) 타임뱅크 개념 및 의미  

126

11) 템포 타임뱅크 가맹기관 네트워크

72

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관계

128

  76

안녕네트워크
참여과정
사례연구

1. 타임뱅크 도입 배경

3.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

  121

130

79

1)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시도

132

1) 타임뱅킹 UK 설립배경

79

2) 타 영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132

2) 타임뱅크 설립운영 지원

80

3)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134

3) 진료소 기반 사회적 처방 타임뱅크

81

4)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136

4) 타임뱅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작업

82

5) 온라인 플랫폼 허브

84

1) 시간에 대한 의미가 제각각인 자원봉사자

137

85

2) 개별적인 특성과 재능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자  

138

4. 타임뱅크 USA (Timebanks USA)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5. 자원봉사 관리 방식

137

140

1) 설립 및 기능

86

2) 타임뱅크 정보허브

86

1) 자원봉사자 당사자 주의의 적극적 도입 필요

140

3)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87

2)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식과 태도 필요

141

4) 출판 및 컨설팅  

88

5. 뉴질랜드 리틀턴 타임뱅크

6. 타임뱅크 운영방법

142

89

1) 현장 및 욕구기반의 타임뱅크 설계

142

1) 타임뱅크의 설립배경

89

2) 상호교환의 작동과정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관리절차

144

2) 지역사회 회복탄력성과 타임뱅크 네트워크

90

3) 기존 자원봉사 운영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운영 체계 필요

145

93

4) 이슈중심으로 새로운 영역과의 융합적 시도 필요

148

96

5)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맵 구성

151

6) 관계형성을 이루는 관리접근 추구

152

7)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평가 필요

154

6. 소결 		
1) 가치교육 중심 자원봉사 교육과정
2) 자원봉사센터형 모델구축 집중

1. 국내 사례현황

  97

99

제3장. 안녕네트워크 참여 자원봉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156

1) 서울품앗이

100

2) 노원구 노원(NW)

104

1. 타임뱅크 참여동기

160

107

1) 연대하는 다양한 관계성 형성을 기대

160

110

2)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3) 구미시 사랑고리  

2.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4

제1장. 안녕네트워크 사업 개요

2) 템포 타임뱅크 개요  

3.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

국내 타임뱅크
사례

05

1) 타임뱅크의 영국 도입

12) 템포 타임뱅크와 자원봉사

04

59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163

5

CONTENTS
2.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

165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미

165

2) 타임뱅크의 개념 및 의미  

167

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관계  

172

3.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

174

1) 개별적인 활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

174

2) 다양한 상호호혜적 활동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관계성

176

3)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개념으로 인식 전환

177

4. 타임뱅크 기능과 역할

180

2)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

181

182

1)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등을 세울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필요
2)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 제공 필요

결 론

4) 참여활동에 대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체계 필요

188

189
189

제4장. 소 결

192

1.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모델의 운영접근 전략

195

2. 타임뱅크 모델 제안

198

1)  동주민별·단체별 타임뱅크 시범프로젝트 공모

198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시범사업  

199

3) 코디네이터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200

4) 모니터링 평가 작업 내장, 성과지표 개발, 시작 과정부터 병행

201

5) 단계적 점진적인 온라인 플래폼 준비

201

참고문헌 		

6

  185
187

1) 일정 규모 안에서 개별의 나눔역량을 자원 맵핑화

06

182

3)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사업 기획 및 운영 필요

6. 타임뱅크 운영방법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표 1]  1차 설문조사 내용
[표 2]  2013-2016 회원가입 증가 현황  
[표 3]  연도별 회원등록 및 봉사시간 증가
[표 4]  영국의 타임뱅크
[표 5]  건강과 사회적 처방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젝트
[표 6]  안녕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현황  
[표 7]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분석 내용
[표 8]  안녕네트워크 참여 자원봉사자의 타임뱅크 인식 분석 내용

23
49
50
60
67
115
118
158

180

1)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스스로가 깨닫는 기회

5. 자원봉사 및 타임뱅크 운영 관리

【표 목차】

203

【그림 목차】

그림 1.    Pestoff's Triangle
25
그림 2.    코어경제
27
그림 3.    코프러덕션의 실례
37
그림 4.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
40
그림 5.    Timebanking participation and time given by year
49
그림 6.    Increased volunteering through Timebankting 2014-2015
51
그림 7.    Changes in Employment
54
그림 8.    Changes in Employment  
54
그림 9.    템포 타임뱅크 모델
63
그림 10.  2019 템포 임팩트 평가결과
64
그림 11.  능력과 기술 향상 설문 응답 결과
65
그림 12.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설문 결과
65
그림 13.  외로움과 고독감 완화 설문 결과
66
그림 14.  건강과 사회적 처방 효과
68
그림 15.  타임뱅크 참여의 효과: 초중등학교 비교
71
그림 16.  템포 파트너 네트워크 구성
73
그림 17.  2019년 9월 카디프 타임뱅크 파트너 페어 행사
  74
그림 18.  회원들의 시간화폐 사용한 활동  
74
그림 19.  회원이 도움된 내용
75
그림 20.  템포-지방정부 협력 모델
78
그림 21.  바넷 타임뱅크 평가 결과보고서
83
그림 22.  타임온라인 2 데모 페이지
84
그림 23.  타임뱅크 USA 개발 자료
85
그림 24.  community weaver 데모사이트 페이지
86
그림 25.  TimeforAll 타임뱅크 웹페이지
87
그림 26.  리틀턴 타임뱅크 회원 시간교환 네트워크
91
그림 27.  재는 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리틀턴 타임뱅크 축제행사
92
그림 28.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비교
95
그림 29.  서울품앗이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거래도
101
그림 30.  서울품앗이 연도별 사업 목표
  102
그림 31.  노원구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노원(NW)의 시스템 체계도 106
그림 32.  노원(NW)의 사회적 가치별 환가액
107
그림 33.  구미시 사랑고리 체계 및 적립내용
109

7

서문

자원봉사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삶은 혼자만의 삶에서 더불어
가는 삶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자원봉사는 타인을 위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리
고 자원봉사는 나눔의 실천을 넘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이웃이 연결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기쁨을 만들어갑니다. 자원봉사는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생산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하면서, 자원봉사는 나눔과 실천을 나누는 일방적인 방향
을 넘어 상호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는 자원봉사가 일차원적이고 일방적인 활동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융화와 순환을
이루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 관리는 개인의 이해와 욕구, 필요에 대한 민
감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과 개별화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고, 그 가치
를 더욱 빛나게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
별 자원봉사자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처, 그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가치를 생산해 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재조명하는 타임뱅크는 상호간의 능력과 재능, 교환과 호혜의 작동원
리를 담고 있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순환모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원봉사
와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담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궁금증으로 타임뱅크를 상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자원봉사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 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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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자간의 관계성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으로서 타임뱅크를 국
내 현장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수
요처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매칭하고, 이를 시간으로 인증해주
는 공식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정책 환경 변화와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
하고 자원봉사 활동운영에 적용해야 하는 도전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10여 년간 자원봉
사자는 일방적으로 수요처에서 원하는 자원봉사 일감을 수행하는 활동을 이어왔지만, 이제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자원봉사 일감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봉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및 유관기관은 일방적인 활동 관리에서 다차원적인 기획과 연결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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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긴 관계성을 생산하는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서 자원봉사 일감은 시민
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의 전문적인 재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자원봉

2. 연구 내용

사는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시구정책의 시도,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와 같은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시민주도의 활동개발, 자원봉사자의 경험 확장에 따른 전문성 강화, 상호호혜
성에 대한 욕구 확대 등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는 시민의

연구내용은 지역사회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타임뱅크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한

주도적 참여와 전문성 강화, 상호호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실천적 방안 및

국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타임뱅크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 자원봉사센터

전략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운영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관리실천 전략을

이러한 시기에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타임뱅크는 자원봉사자의 역할확장

제안하고자 한다.

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실천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우선, 미국, 영국, 호주 등 실제로 운영되는 타임뱅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방법, 구

수 있다. 즉, 타임뱅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으로 시민간 상호호혜활동에 중점을 두

성원 활동내용, 중간지원 거점으로서의 기관 역할, 구조적 운영채계 등에 관한 시사점을

는 것으로 상호간의 관계성과 신뢰를 회복하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탐색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한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임뱅크의 운영은 참여 개인, 활동내용, 조직 네트워크

둘째, 국내에서 시도된 서울시, 구미시, 노원구 등에서 운영된 서울e품앗이, 구미 사랑

의 다층적 영역으로 밀도있게 운영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 관리방안은 자원

고리, 노원구 지역화폐(NW) 등의 타임뱅크와 같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방법, 구성

봉사 일감을 일차원적인 구조로 보고 관리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현장밀착형 자원봉사 관

원 활동내용, 중간지원 거점으로서의 기관 역할, 구조적 운영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리방안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센터는 정책 환

파악함으로써, 시사점과 실질적 운영방법에 관한 전략을 발굴한다.

경의 변화와 자원봉사자의 변화,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관리방안
에 대한 현장욕구에 적합한 실천접근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타임뱅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원봉사 현장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방법을 탐색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봉사 관
리자로서의 실천적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도하는 지역밀착형 자원봉사로서 안녕네트워크사업
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참여 자원봉사자의 이해와 욕구를 탐색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사례와 자원봉사 관리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활동개발 중 타임뱅크와 같은 다층적인 운영사례를 제안하
고, 이러한 다층적 운영사례를 시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즉, 자원봉사 관리주체인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자원봉사를 개발할 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있는 자원봉사 관리주체의 기능적, 구조적 역할과 관리실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타임뱅크 사례의 내용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자원봉사 현장에 적합한 타임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자원봉사 관리실천
전략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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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02

본 연구의 방법은 타임뱅크의 사례와 지역사회의 현장중심의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안녕네트워크사업에 기반한 사례참여연구를 진행
하여 사업과정 분석 및 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내용분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타임뱅크 사례에 관련된 실증적 자료, 국내외 타임뱅

타임뱅크의
발생배경과 주요개념

크 사례의 운영기관의 운영보고서, 기타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별 ‘안녕네크워크’는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의 순환체계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녕네트워크’는 (사)타임뱅크 코리아와 함께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원봉사 가치와
타임뱅크 이해, 주고받는 자원봉사 경험, 우리동네 안녕한 네트워크 만들기를 내용으로 워
크숍을 진행한다. 사업대상은 25개구 자치구의 자원봉사 캠프장, 상담가, 봉사단 및 일반
자원봉사자,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원, 동네배움터 참여자 및 수강생 등 지역사회 내에서

1. 타임뱅크 관련 용어

자원봉사, 마을자치, 평생교육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안녕네
트워크’ 워크숍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사)타임뱅크 코리아가 함께 기획하여 교육내용
및 교습방법까지 협의하고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안녕네트워크’워크숍에 참여한 9개 자
치구, 총 195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녕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서 타임뱅크 실제와
적용방법을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디네이터 양성교
육에는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참여생 10여명이 신청하여 교육에 참석하여 타임뱅크 코디네
이터로서의 필요역량교육을 받았다. 본 연구는 ‘안녕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워크숍과 코
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참여
자원봉사자의 변화과정 및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안녕네트워크’사업 사례참여 연구방법을 통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운

타임뱅크가 하나의 실천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는 10여년이 지났다. 그 이전에도 유사
한 실천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타임뱅크의 개념을 인지하고 그 취지
를 실천하겠다는 목적과 사명을 담고 시작한 타임뱅크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구미 ‘사
랑고리 은행’이라고 하겠다.1) 구미사랑고리 은행의 모기관인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소속 구
미 요한센터를 담당하던 김요나단 신부가 미국 ‘타임달러’의 창시자인 에드거 칸(Edgar
Cahn)박사가 쓴 『이젠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Away People』 (구미요한
센터, 아르케, 2004)를 출판하고, 에드거 칸 박사를 초청(2005)하여 국내 3개 도시(구미,

영 절차에 따른 과정내용 파악,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자의 현실적인 적용방안, 지
역사회내 타임뱅크 참여에 희망하는 자원봉사자의 인식 및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1) 구미사랑고리 은행의 모기관인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소속 구미 요한센터를 담당하던 김요나단 신부가 미국

사회의 밀착형 자원봉사 내용개발과 관리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타임달러’의 창시자인 에드거 칸(Edgar Cahn)박사가 쓴 『이젠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Away People』
(구미요한센터, 아르케, 2004)를 출판하고, 에드거 칸 박사를 초청(2005)하여 국내 3개 도시(구미, 대구, 서울)에서
포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타임뱅크 실험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요한센터가 하고 있던 병원 무의탁환우 간병봉사,
가정간호, 재활봉사 사업에 그 이전부터 타임뱅크의 개념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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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울)에서 포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타임뱅크 실험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타임뱅크가 작동된다.

요한센터가 하고 있던 병원 무의탁환우 간병봉사, 가정간호, 재활봉사 사업에 그 이전부터
타임뱅크의 개념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최근 생겨나는 타임뱅크도 지역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명, 참여자의 특성에 따

처음 타임뱅크가 한국으로 도입될 때에는 타임뱅크란 창시자인 에드가 칸 박사가 고안

라 다양한 명칭의 시간화폐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타임뱅크 춘천의 “봄”, 봉천동 살

해낸 시간화폐 타임달러(Time Dollar)’를 저축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타임뱅킹’이 더 강조

림터의 “품” 성장학교 별의 “메소” 등등. 획일화된 하나의 명칭보다는 각 타임뱅크의 특성

되었다. 은행에 화폐를 저축하듯이 봉사시간을 저축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설명해야할 필요

에 따라 다양한 명칭들을 사용함으로서 회원들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성이 컸다. 시간화폐는 여전히 ‘타임달러’로 불리웠고, 그렇게 구미로 도입되었다.

또한 그 적용 단위도 1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참여자나 봉사
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타임달러란 용어는 미국사회에 국한된 대안적인 화폐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한
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곧이어 타임달러와 유사한 취지와 목적으로 개발된 화폐들이 유럽
과 남미 등지에서도 개발되어왔다. 특히 타임달러가 영국으로 도입되면서 ‘달러’라는 용어
는 변형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타임뱅크’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으며, 곧 ‘타임
달러’는 ‘타임크레딧(time credit)’이라는 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되었다.

2. 타임뱅크 발생의 시대적 배경

그 용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타임뱅크(time bank) : 시간화폐 교환 실행을 주체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

타임뱅크가 발생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 타임달러(time dollar) : 미국에서 봉사시간을 환산하는 화폐단위

것이다. 어떤 이는 일본의 후레아이 키푸를 시초라고 하는가 하면, 스페인의 시간화폐가

▶ 타임크레딧(time credit) : 지역과 무관하게 봉사시간을 환산하는 화폐단위

더 오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최근에 나타났다. 그렇지만 미국의 에드거 칸 박사가 창

▶ 타임뱅킹(timebanking) : 봉사시간을 화폐가치로 저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시자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후레아이 키푸(Fureai Kippu)의 역사가 더 오래되

수 있게 하는 봉사시간 저축 방식

었음을 고려하여 일본이라고 설명하는 사례도 있다.2) 그렇다고 해서 에드거 칸 박사의 타
임뱅크 개념을 창안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그 영상을 제작한 호주 NSW 타임뱅크의 평가

이제 타임뱅크 개념은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저축했다가, 자신이 필
요한 도움을 받을 때에는 저축해둔 시간을 화폐처럼 지불하고 도움을 받게 해주는 시스템

보고서도 에드거 칸의 타임달러가 타임뱅크의 기반임을 인정하고 있다.3) 그러므로 여기에
서는 에드거 칸 박사가 창안한 타임뱅크 개념을 중심으로 그 발생 배경을 알아보겠다.

또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지칭하기도 한다.
타임뱅크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봉사가 동등하게 평가된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기
술을 제공하든, 유치원생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든, 1시간 봉사는 동등하게 1시간 화폐로
계산된다. 이런 평등한 원칙으로 타임뱅크는 교환된 시간을 기록하고, 제공하려는 봉사와

2) https://youtu.be/uYN3FYUljh0

원하는 봉사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연결해주는 중개은행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시

3) “Timebanking, Co-production and Normative Principles: Putting Normative Principles into Practice“

스템으로 구축되든, 프로그램이나 기관으로 설립되거나 이런 중개은행의 기능이 존재해야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21 (Winter) 36-52 <www.ijccr.net> ISSN 13259547. DOI http://dx.doi.org/10.15133/j.ijccr.2017.004
Clement, N.; Holbrook, A.; Forster, D.; Macneil, J.; Smith, M.; Lyons, K. and McDonald, E. (201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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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거 칸 박사가 타임뱅크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칸 박사의 개인적 경험과 1980년

그리고 레이건 정부 시절의 복지비 삭감이 각종 민간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었다.

대 미국의 시대적 상황,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칸 박사는 변호사인 부인과 함께 미

양로원에서 거주하던 노인들이 동네로 돌아오고, 민간단체들이 받던 복지프로그램 비용이

국 최초로 공익변호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안디옥 법대(Antioch Law School)를 설립하

줄어들고 있었다. 정치적 상황이 복지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인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

여 운영하고 있었다. 평생을 사회정의에 몸 담아온 인권변호사 칸 박사는 1980년, 44세의

하고 있었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복지예산 삭감을 선언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국

나이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된다. 심장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기

가가 주도하던 복지사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운영하던 노인요양병원이 민영

를 지내던 칸 박사는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 뛰어난 의료기술, 가족과 친구, 자원봉사자의

화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노인들은 열악해진 서비스를 견뎌 내지 못해 집으로 귀가해야하

보호와 훌륭한 의술을 갖춘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환경을 즐길 수가 없었고

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복지예산 축소는 정부의 복지예산에 의존해오던 복지단체들에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도움과 보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게도 위협이 되었다. 줄어든 기금은 지역사회에 제공하던 복지단체들의 서비스를 중단시켰

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환자의 자격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자

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는 전문서비스 제

신은 완전히 수동적인 수혜자일 뿐이었으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소외자와 경

공자를 대체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예측하거나 장기적 공급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상

제적 약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그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황은 정부에게도 도전이었다. 변화된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대안 복지모델이 필요했던 시

살아보는 첫 경험이었다.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만 했던 그에게

기였다.

이 경험은 타임달러를 만들게 되는 촉발요인이 된다. 무력감과 의존성은 아무리 좋은 복지
서비스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각성을 하게 된다. 사회적 인정과 자긍심 회복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타인과 공익을 위한 기여의 욕구가 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용함

실업수당만으로는 취업전망을 높이기 어렵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보편적 인간의 본성에 대해 칸 박사는 확신하였다. 이 확신으로 그

된다.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각종치료사의 개입을 늘이지만,

는 본격적인 타임뱅크 기획에 착수한다. 병원방문을 위한 차량운전, 아이 숙제 도와주기,

수혜자의 사회적 소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복지예산 지출의 효과는 불분명하였다. 칸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아이 식사 챙겨주기, 애완견 산책시키기 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박사는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서비스만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반드시 수혜자의 적극적

일은 아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 발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과 의향만

참여가 매칭 되어야만 서비스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혹은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

"사람들은 쓸모가 있다고 느껴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돌
려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녹슬게 할 수 있다."

을 때에는,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하는 서비스 상품이 된
다.

그렇다면 수혜자의 참여는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버려
진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방법을 끈질기게 모색하였고, 마침내 타임달러를 만들게 되었

그러나 시간과 의향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이웃의 돌봄

다. 타임달러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소외된 수혜자들을 서비스전달체계에 능동적

을 받고, 또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 돌봄을 갚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굳

으로 참여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늘어만 가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효

이 시장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

과를 높여줄 것이며,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고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게 돌봄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그리고 그 돌봄이 인정되는 문화가 만

확신하게 된다. 그의 이런 성찰은 그의 책 제목 “No More Throw Away People- 이제 쓸

들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현상을 다룰 수 있는 길도 생길 것이다.

모없는 사람은 없다‘에 녹아 있으며,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타임뱅크의 처음과 끝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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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타임뱅크이다. 칸 박사는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돈을 만들

내가 주장하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쓸모없는 사람은 없다(No More Throw-

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 1시간을 봉사하면 1타임달러를 버는 시스템을 생각해내었다.

Away People)』, 38쪽)라는 질문을 칸 박사에게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

1타임달러로 1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지비 삭감으로 인한

을 할 수 없게 된 칸 박사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

일상의 많은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예산 의존도를 낮출 수

났다. 런던정경대학에서의 연구를 통해 스탠포드법대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있을 것이다.

되었다. 타임달러를 비용대비 이익의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도 아닌 그 ‘우스운’ 돈을 벌겠다고 1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이 새로운 교환 시스템은 개인과 전체 지역사회가 더 자립하게 만들 것이며, 정책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칸 박사는 금전적 이익과는 다른 종류의 이익을 타임

기류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사실상 무임승차자들로 낙인찍힌 개인들의 역량

달러가 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자긍

을 발굴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No More Throw-Away

심도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타임달러가 경쟁력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자

People)』, 에드거 칸, 2004, p.34)

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운 시간을 저축하여, 그 시간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만족감과 자긍심이라는 심리적 보상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듯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에 그 시간을

이 타임달러에는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찾아 쓰려면, 회원 간에 교환된 거래를 기록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봉사자를 연결하는 시스

개인적인 차원의 심리적 보상보다 더 의미있는 발견은 그 우스운 돈이 사회경제적인 차

템을 운영하려면,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 그 운영 주체는 타임뱅크가 된다. 타임뱅크에 저

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었다. 시장의 화폐가 확산시키고 있는 부작용을 새

축된 시간은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지만 시장의 화폐와는 다른 새로운 화폐이다. 그 새

로운 화폐는 해독시킬 수 있다. 이 기능은 타임뱅크의 경쟁력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로운 화폐를 ‘타임달러’라고 불렀으며, 호혜적 봉사교환을 통해 타임달러를 유통시키는 시

며, 타임뱅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스템이 타임뱅크이다. 타임뱅크 사업이 제안되던 초기에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던 것 같다.

이 새로운 화폐에 대한 필요는 기존의 시장 경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외부비용의 효과

그런 와중에도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의 봉사점수 법안 통과되고, 플로리다주립대 고령화

를 분석함으로서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무엇보다 화폐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이 화폐가

연구소의 지원에 힘입어 타임뱅크는 미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발견하게 된다.

가치의 구분 없이 불법과 비윤리적인 곳에도 화폐가 흘러가게 만든다. 불법 도박자금이나
정치자금, 인신매매나 마약밀수를 위한 자금 등에도 시장화폐는 사용된다,
두 번째로 시장화폐는 지역 안에서 돌기보다는 끊임없이 중앙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서 세계 금융자본가의 손에 까지 도달한다. 현재 금융 시장에서의 돈은 빛보다 빠른 속도

3. 시장화폐와 타임뱅크 화폐

로 우리와는 무관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는 곧바로 지역의 빈곤을 가속화하게 된다.
세 번째로 시장화폐가 가치를 매기는 방식인 가격체계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즉
가격은 공급이 부족한 희소한 것들에는 높은 가격과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 변호사나 의사 등 사회에 희소한 것들은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 반면에 물과 공기, 돌

‘타임달러’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계기는 칸 박사가 스탠포드법대의 교수들에게 타임
뱅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을 때에 받은 질문이었다. 법대 교수들은 “진짜 돈은 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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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노동, 사랑과 우정같이 풍부한 것들은 가격을 낮게 매기거나 아예 매길 수조차 없다. 하
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인류를 성장시키고 존속가능하게 했을
까. 그것은 희귀성이 아니라 풍부함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02 타임뱅크의 발생배경과 주요개념

21

마지막으로 시장화폐는 화폐의 잦은 사용이 인간관계의 확대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
집에서 필요한 간장을 구하기 위해 동네 마트에 가는 화폐를 지불하고 사는 경우와, 이웃
집에 빌리는 경우를 대비해보자. 전자의 경우 수 차례 다녀가도 마트 직원과 관계 맺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간장을 빌리고 되갚음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관계와 신뢰가 싹트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장화폐의 외부 비용을 파악하면서 칸 박사는
새로운 화폐, 이러한 외부비용을 보완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 필요성을 절감했다.
칸 박사는 그 기능을 아래 표처럼 설명한다.

[표 1] 1차 설문조사 내용5)
돈의 속성

돈의 문제 혹은 외부비용

타임달러의 속성

만능

총·마약 구매, 뇌물 수수에도 사용

제한된 용도

매우 유동적

이웃, 지역사회, 국경을 쉽게 떠남.

지역에 정착됨.

가격 책정 : 시간의
가치는 희귀성과 기술에
근거해 달라진다.

돌봄, 사랑, 시민 참여 과소평가 : 시장
가격은 시장 가치를 구현. 가격이 붙은
것은 무엇이든 판매가능

모든 시간은 평등하게 평가 :
보상에는 심리적 보상도 포함.

지폐

흔적 없이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기에
기억되지 않음. 돈으로 대체된 신뢰는
위축됨.

신뢰가 구축되므로 관계가
기억됨. 현재와 미래 긴밀히
연관됨.

보수가 노동력을 규정

직장이 없으면 기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므로 아동, 노인, 장애인은
소외시킴.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타임달러
생성

이자 생성

이자와 환율은 돈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돈의 상품가치는 거래 비용을
상승시키고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 거래와
투자를 보상해줌.

이자발생 또는 상품화로 인한
다른 거래를 유발 없음.

부채 = 합법적
집행가능성

피해를 변상하는 한 약속을 파기 허용하며,
법적의무는 명예나 신뢰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과 피해액에 관련됨. 법을 통한
개선비용 높음.

법적의무보다 안전한 도덕적
의무, 약속이 보증수표임.

세금 추징 가능

사회문제 해결 공공 지출 제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민사회 마비

보살핌·시민참여활동 보상, 세금
감면, 무제한 발행

<표 2>는 시장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속성과 그 속성으로 인한 외부비용4)을 분석하
고 있으며, 타임뱅크를 통해 대안적인 화폐(여기에서는 타임달러)가 발행될 경우에 그 외
부비용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칸 박사는 이것을 타임달러의 “해독작용”
이라 지칭한다. 화폐의 외부비용은 시장자본으로 보상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취
약층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속성을 가진다. 소외층들이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끊임없이 시장으로 끌어내어 신뢰할만한 공동체 자원을 고갈시
키고, 시장의존성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공동체의 자조와 자립을 저해한다. 제한적인 시장
경제 내에서 주어지는 제한된 시장참여의 기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지원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4) 외부비용(external cost)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소비가 제3의 영역에 비용을 초래할 경우를 지칭하는 것,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통근시간 연장, 사고사망률 증가, 공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소음 등으로 볼 수 있음. htp:/www.economicshelp.org/blog/glosary/external-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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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드가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200, Washington DC,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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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어경제

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1960년 개릿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주
체로서의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개럿 하딘
(Garrett Hardin)은 일찍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저서에서 “공유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
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시장화폐의 외부비용과 타임뱅크 화폐의 해독작용을 이야기하려면 자연스럽게 코어경

이러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냐 시장이냐의 논쟁을 줄기차게 이어

제(Core Economy)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코어경제란 타임뱅크 시스템이 복원하려는 경제

왔다. 그런데 오스트롬은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주체가 시장도 정부도 아

영역이다. 코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쉽게 예를 들면, 한 변호사가 자기의 아이가 학교폭

닌 ‘지역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달리 그는 인간이 “단기적

력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

이익만 쫒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불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상담을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동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도 많이” 있다는 걸 눈여겨본 것이다.

일한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상이한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화폐를 지불하는 시장경
제와 화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코어 경제가 존재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코어경제
를 비시장경제란 용어로 불렀다. 하지만 비시장경제란 용어가 불법적인 시장경제 영역을

그의 이론은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만한 새로운 주체로서의 커뮤니티의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비시장경제란 용어가 풍기는 뉘앙스가 비시장경제 영역이 시장경
제에 대비해서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Neva Goodwin이라는
경제학자가 코어경제란 용어를 개발하였다.6) 즉 가족과 공동체로 이뤄진 이 영역은 시장경
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림 1. Pestoff's Triangle

이러한 코어경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된 여러 계기중 하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였다고 여겨진다. 복잡한 수식과 이론으로 무장한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움직여 온 이 사
회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최고의 판매부수를 자랑한 경제학 입문서의 저
자 그레고리 멘큐의 강의실을 박차고 나간 하버드 대학생들을 시발로 새로운 경제학(New
Economics)에 대한 연구와 연대의 흐름이 이어졌다. GDP 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측정 할 수 없을뿐더러 무한한 GDP의 성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파괴와 다름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주류 경제학이 부차화하고 가치없다고 여겨온 공동체
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2009년 여성최초의 비주류 경제

6) New Economics Foundation 『Co-Production』 NEF,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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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ile:///C:/Users/YHR/Downloads/9780203888735_googlepre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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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나타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전통적인 좌냐
우냐, 혹은 정부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 2018년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최대 18만원. 그러나 보호시설위탁 시 각종 수당 포
함 128만원

커뮤니티 운동의 중요성이 일찌감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었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

중심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구미의 사랑고리운동,

(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 그러나 어

한밭렛츠, 품앗이운동, 전환마을운동 등이 시작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

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년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마을공동체운동이 관의 주도로 시작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7)

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시장경제와 차별되는 생산과 분

이처럼 가사노동의 규모만 하더라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자원봉

배의 방식(경제)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

사를 비롯한 공동체 영역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합산하게 되면 기존 시장경제규모보다 훨

다. 또한 변화된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 운동이 지향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논하기 위해

씬 상회할 것이란 것을 미루어 집작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빙하와 같

서도 공동체란 무엇이며 그 경제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역사는 인류역사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다. 상업과 무역이 근대
초기 16~7세기로 본다해도 700여년의 역사일 뿐이다.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런 경제

그림 2. 코어경제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른 경제활동과 경제원리로 생산과 교역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칸 박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코노미아’를 인용하며, 인류경제 활동의 출
발은 가정경영이었다고 본다(에드가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89-90). 가족과 이
웃, 지역사회는 시장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시장경제와는 다른 생산과 분배
원칙이 작용하는 곳이다. 배려와 호혜가 효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배원칙이다. 이 영
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옹호활동은 21세기 현재에도 시장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
고 있지만, 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민총생산(GDP)의 측정에서는 배제되고 있음을 일찍이 칸 박사는 지적하였다.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가사노동에 한정하여 그 경제규모를 측정하여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무급가사노동의 규모는 361조로 전체 GDP의 24%를 차지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1인당 생산가치로 환산을 하면 연간 710만원이 도출되었다. 누구
나 인정하디시피 이 수치는 1인당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아주 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다른 한편 코어경제의 노동이 시장경제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치에
서도 확인이 된다.
7) https://www.yna.co.kr/view/AKR20181008070800002 (2019. 10월 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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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경제영역은 빙하처럼 거대하다. 역사적으로나 규모로나 시장

개체가 존재한다면 코어 경제의 효율성을 한 것 끌어올 릴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국가정

경제 영역은 매우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시장이 가진 위력은 온 빙하를 압도할 정도로 불

책기획 브레인인 데이비드 헬펀 박사는 "국가의 숨겨진 부"에서 배려의 경제를 확대하기

공평하게 비대해져 가고 있다. 전통적 코어 경제 영역인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

위한 보완적 통화체계를 주장하며

역도 돈으로 주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 심지어는 대리모를 통해 생명윤리마저도 돈으로 사
고 팔 뿐만 아니라 외로움마저도 상품화되어 팔리는 세상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배려의 경제의 규모가 크고 그 역할이 주요하다면, 그 효율성이 약간만 증가하더라

샌델 교수는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넘어 시장사회화’되었다고 비평한 바 있

도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혹은 제3부문의 대형 기관이 배려

8)

의 경제를 촉진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국가 혹은 복수의 지방 정부가 지

이처럼 돈으로 모든 걸 사고파는 세상이 오면 편리 할 것 같지만 손상당한 코어 경제의

원하는 보완적 통화체제를 만들어 배려의 경제를 촉진하고 그 작동이 원활하도록 돕

다.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제조업의 노동

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9)

력을 위해 농촌이 피폐화를 겪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농촌 사회는 우리 사회 전
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장경제영역이 확장될수록 도시 안에서도 돌봄의

타임뱅크의 시간 화폐는 바로 코어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교환을 더욱 강화하여 코어경

봉사자들이 없어지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넘쳐나 돌봄의 대란 시대를

제를 확대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존 시장경제의 돈으로는 풀 수

맞고 있다. 이러한 코어 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에도 악영향과 비용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 돌봄, 교육, 환경과 인권 등 시민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없다.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특히 이 시간화폐는 시장경제의 화폐방식이 아니기에 자
원봉사에서 지켜온 ‘무보수성’의 원칙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지키면서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 캠페인이라는 이름조차 붙지 않은 돌봄활동이 코어경제에서

시간이라는 보상을 이뤄냄으로서 새로운 봉사의 형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양육과 우정과 사랑의 나눔경제를 경험하
지 못한 인간이 시장경제의 인재로 준비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시장경제와 코어경제의 관
계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계인 윈도우와 그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 엑셀에 비유
될 수가 있다. 엑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 그 운영체계인 윈도우가 잘못될 수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장경제를 위해 코어 경제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5. 코프러덕션

제로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무너진 코어경제의 복구와 회생을 위해 시장경제가 책임과 의
무를 다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자연 환경을 파괴한 기업이 그 자연환경의 복구
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도 같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돈만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에는

이러한 코어경제를 복구하는데서 바로 앞서 언급한 새로운 화폐의 필요성이 나선다. 시

금전적인 이익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몇몇 민간기금과 미국 연방노인청

장경제가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확산과 성장이 이루어진 만큼 코어경제 또한 그런 매

(Administration on Aging)이 수용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타임뱅크 사례가 생겨나기

8) https://www.ted.com/talks/michael_sandel_why_we_shouldn_t_trust_markets_with_our_civic_life/
transcript?1&language=ko (2019. 10.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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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타임뱅크가 미국 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타임뱅크의
10)

시범단계는 끝나고 있었다. 1994년 깅리치(Newt Gingrich) 혁명 과 함께 보수 세력이 전

사를 제공하는 사람 간의 경계가 없이, 양자 간의 평등한 코프러덕션에 의해 서비스 교류
가 일어나고 인적유대와 관계가 형성되고 있던 타임뱅크는 지속될 수 있었다.

국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하였고, 빌 클린턴 정부의 예산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또 다시 정부의 복지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했고, 비영리단체들은 모두 민간재단의 문을 두
드리기 시작했다.

코프러덕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3의 물결을 저술한 앨빈 토플러 박사가 생산자와 소
비자를 합성한 ‘프로슈머(Pro-Sumer)’란 용어를 내놓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량생산을 위해 분업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각종 전문가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였

민간재단의 기금은 타임달러를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인이 더 빨리 양노원에 갈 것

다. 그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수혜자 혹은 클라이언트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나

이라는 증거를 원했고, 더 시급한 사회문제(마약, 실직, 사회적 소외, 가난, 노숙자 등) 해

뉘어졌다. 하지만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나 수혜자들이 많은 정보 지식을

결에 타임달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

가지게 됨으로서 수동적 소비지나 수혜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생산자로 발돋움하려는 양상

자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타임뱅크들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 예산 중

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아

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차이에 끈

니라 자기가 원하는 유기농 생산물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료생협 또한 마찬

질기게 매달린 결과 칸 박사는 성공적인 타임뱅크의 열쇠가 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가지이고, 이는 현대에 들어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례에서도 발견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 즉 칸박사는 예산의 중단과 함께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타임뱅크와 지속가능했던 타임

인터넷과 4차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광범위한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뱅크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수혜자들의 참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수혜자의 참여가 이뤄진 기관의 경우 지속 가능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이다.11)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이란 용어는 1996년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일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교수 팀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2) 이 연구팀은

예를 들어 의사가 알콜릭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성립

시카고 지역의 범죄율 증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경

되지 않는다. 알콜릭 환자의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치료에 참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

찰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멀어질수록 시카고 경찰에게는 주민거주지의 내부정보에 대

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아무리 좋

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효과적인 경찰업무수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

은 교수법으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이 스스로 배울려는 의지가 없으면 교실에서의

다. 이 연구가 인정한 중요한 사실은 경찰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는 서비스 수혜자로부

교육은 일어나가 힘들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코프러덕션이다.

터 오는 정보와 수혜자들의 참여가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이 경우에는 경찰)의 정보와 노

타임뱅크는 단순히 봉사시간을 보험처럼 저축하여 뒀다가, 후에 본인이 필요할 때에 봉

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시카고 경찰의 사례에서,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 주요인은 경

사점수를 인출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고, 운영되었던 타임뱅크는 지

찰이 주민들로부터 얻게 된 비공식적인 지역정보와 주민들과 쌓아간 관계에 기인한다는 것

원금이 고갈되면 더 이상 추진될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전히 단순한 호의적, 일방적,

이다.13)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경찰이 필요한 만큼 경찰에게도 주민들의 기여가 필

시혜적 자원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봉사를 받는 사람과 봉

요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경찰과 주민간의 코프러덕션을 통해서만 공적서비스의 목적을 효

10) 1 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점검 투표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공화당은 빌 클린턴
정부의 세금정책과 예산지출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음. https://en.wikipedia.org/wiki/
Republican_Revolution
11) 에드가 칸 (구미요한센터 역),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아르케, 2004.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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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가 인정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코프러덕션은 전문가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파트너로서의 지
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서 칸박사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한겨레 신문

오스트롬 교수의 이론은 정부주도의 공공 서비스 영역을 개혁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되

과의 인터뷰에서 에드가 칸 박사는 코프로덕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전문가에게 있

었지만 정부의 책임을 민간이나 시장에 떠넘기는 폐단이 드러났다. 즉 공공 서비스의 제공

다고 보고,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타임뱅크 활동을 하

과 생산을 분리해 제공은 공공에서 하고 생산은 민간에서 하는 민관 공동생산 개념으로 제

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칸 교수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보통 고객

안되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 시장화하는 방안”으로도 주장되는 것이다(윤길순, “사회돌

에게 무엇을 해줄 지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공서비스의 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데는 서툴다. 타임뱅크를 하면 회원들의 그런 잠재력을 보는

장화는 일부 공공부분의 개혁을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공공복지를 내맡기면서 민

훈련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간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고, 그런 경쟁 가운데서 일해야 하는 돌봄노동자들
의 노동 조건은 나빠졌다. 일부에서는 독점적인 민간 기업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이 줄어드는 폐해도 드러났다. 여기서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그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한편 코프러덕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앞선 신공공관리론의 사례처럼 자칫하면

설계하는 적극적 생산자의 역할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기껏해야 불만의 표시로 그 서비스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내맡겨버리는 결

를 거부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코프러덕션의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회적 도구와 사회적 맥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타임뱅크는“코프러덕션을

반면, 타임뱅크를 칸 박사는 코프러덕션을 ‘강력한 공동체와 더욱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를 위해 전문가와 수혜자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코프러덕션을 규정한다.
이 코프러덕션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보일이 그의 논문 『새로운 종류의

실행할 구조를 제공하며, 코프러덕션이 만들어낼 새로운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97)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타임뱅크의 5가지 중심가치
를 통해 코프러덕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선사업(New Philanthropy)』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코프러덕션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시혜자로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
태도는 수혜자를 쉽게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신에 수혜자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해야 한다. 수혜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자신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기술을 기여하며,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지원과 자원을 벌어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혜
자는 자긍심을 얻고, 자신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혜택
을 인정받고 활용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의 역할은 변화한다. 그들은 시혜자이고 보스
혹은 명령하고 조직하며 변화를 강요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에너지와 함께 활
동하는 코치, 지원자, 팀빌더가 된다. 그들을 소진시키던 요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다.“14)

14) David Boyle, “The Co-Production Principle and Timedollars” 8,
http://timebanks.org/wp-content/uploads/2014/01/Co-ProductionPrinciple.pdf (2019. 10.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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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사회문제와 코프러덕션

은 활동가들이 그 순수성과 전문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행정기관의
보조 역할 수행에 투자하고 있다. 기존의 복지체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을 위주로 바라
보지 못하고 복지수급자들을 서비스 수혜자 역할에 한정하고 있는 바,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전통적

현재 한국사회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감지되고 있는 여러 국면과 경고는 코프러덕션의

자원봉사 운동은 일방적인 봉사에 머물면서 봉사자의 지속적인 내적 동인을 이끌어내는데

절대적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예측해왔던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파

서 실패함으로써 단기적 이벤트에 머물고, 반면 봉사의 수혜자로 하여금 의존성을 더욱 강

는 부문별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충분한 생산가능인구와 적정 수준의 부양인구를 기준으로 구상되었던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의

미국과 영국에서 경험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사회복지시스템의 한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보고서

계 극복에도 타임뱅크의 실천을 통한 코프러덕션 실현이 중대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진 내재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최근 제안된 다양한 진단과

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최하위권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럼에도, 변화하는

대안들은 공히 복지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코프러덕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계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를 기본으로 사회

21세기 복지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관계형 복지’16)17)는 서구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별 제도차원에서 보면, 대상자의 확대, 급여수준의 개선 등 점

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복지대안이다. 관계형 복지가 지적하고 있는 20세기 복지모

진적 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개선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인구구조와

델의 문제점은 바로 타임뱅킹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관계형

산업구조 변화는 복지국가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에 적신호를 보

복지와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는 서비스의 사용자를 단순한 수혜자로만 취급하여 생기는 서

내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늘어만 가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만한 재원이 고갈

비스의 질 관리 부재 및 수혜자의 의존성 문제에 착안하여, 타임뱅킹을 통해 사용자 맞춤

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혁신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형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사용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제공

등장하고 있다.

자가 되기를 격려하는 틀 안에서 전통적 수혜자의 의존성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효율과

동시에 한국사회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 단계 사회복지 시스
템은 관료제와 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사회적 문제, 특히 노인과
보육의 문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현장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담당자들은
과도한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정작 돌보아야 할 소외계층과의 소통 대신에 행정 업무에 파
묻혀있는 게 실상이다.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운동 또한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의존하면서 많

16) 임채원 “대구 희망원 사건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회로” 2016,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8410
17) “관계형 사회복지”는 영국의 Hilary Cottam이 제안한 개념으로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현재 영국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베버리지보고서 1945년 버전에 따른 “거래 형 사회복지(transactional
welfare)”라 비판하며 “공유성의 공동체적 관계형(sharing, collective, relational)”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하면서
사용한 용어임. Hilary Cottam “Relational Welfare”

15)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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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rticiple.net/includes/downloader/MTg0NzMwNzI4NjZkMGQ1MTA4MzAxMGQy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임.’연합뉴스 2016.10.31.

ZGYzNmJjYjhvy_Bkw5J5tvpI8s7ajaLKNFZZa1R5Vm1Lam05Y2ZibHROWnE5SmFwQkx1dUV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158200004.HTML.

bUM0OG9CTVh2YjNob0VRaytLNjFxS005bS9zMTFpdk41eUpzRisrMjl6VEcyeXVxRHFIZFFEaFE9PQ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02 타임뱅크의 발생배경과 주요개념

35

능률을 강조하는 민영공급방식으로 복지서비스가 떠맡겨지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지역

내담자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받아왔던 도시락 봉사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며, 그와 함

사회가 역할을 맡아온 육아, 돌봄, 교육까지도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되었다. 시장의

께 높아지는 자긍심과 보람은 내담자의 우울증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게 되고, 보건소는

논리로 공급되는 복지서비스에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제공해주었던 ‘따뜻한 돌봄’을 기대하

기관의 사명완수에 기여한 내담자와 타임뱅크와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기는 어렵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듯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전달되는 돌봄이 아니라 지속
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따뜻한 돌봄은 코프러덕션이 추구하는 중심가치이기도 하

그림 3. 코프러덕션의 실례

다.

타임뱅크
+
보건소

7. 코프러덕션의 여러 가지 차원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간의 코프러덕션에서 그치는 것이

코프러덕션
의사
+
내담자

내담자
+
보건소

아니다. 서비스 기관과 개인 내담자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도 코프러덕션은 작용한
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보건소가 있다고 하자. 기
관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보건소는 내담자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여야 치료의 효
과를 유도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담자에게 보건소 담당의사가 야외활동과 사교
활동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타임뱅크가 운영하는 텃밭 가드닝 참여를 권고한다면, 전문의

8. 코프러덕션이 아닌 것

사와 내담자 개인 간의 코프러덕션뿐 아니라, 타임뱅크와 보건소 간의 코프러덕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내담자는 단순한 소비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치료의 효과를 생산해내는 협력자로 동참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사회 조경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오
래된 우울증 환자가 의사의 의뢰를 받고 가드닝에 단순히 참가하는 별개의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임뱅크는 이 둘을 연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환자의 협력을 사회적으
로 인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역량을 부여하는(empower) 역할을 한다.
타임뱅크가 그에게 접속되고 코프러덕션이 작동하면 그 내담자는 지역사회의 조경에 기여
하는 능동적 지역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 활동으로 벌어들인 타임크레딧(봉사점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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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칸 박사는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을 설명하면서 그 동안 파트너십, 협력,
동반관계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진행된 유사 코프러덕션에서 탈피한 새로운 평등한 관계를
강조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의 동향이 ‘욕구조사’ 패러다임에서 ‘강점기반’ 패러다임으로 변
하면서 수혜자의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적지 않은 기간 동
안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타임뱅크가 지향하는 코프러덕션의 기준으로 그
접근법을 평가한다면,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계가 뚜렷하였고, 수혜자는 수
동적인 입장에서 의사나 복지사가 판단한 처방과 중재를 묵묵히 따르는 상황이었다. 수혜
자가 자신이 원하는 중재방식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다(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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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2004, pp.7374).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그 근저에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코어경제 영역으로 우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수혜자를 참여시키던 방식과 코프러덕션을 구별하여 코프러덕

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이다. 이 영역에서 생산되는 비

션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진보적 정치사회진영의 싱크탱크

재화성 서비스(사랑, 양육, 신뢰, 호혜, 시민참여 등)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기준과 원리로

라 할 수 있는 뉴이코니믹스 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코프러덕션을 기존의 수

생산·배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운영시스템과 같은 이 영역이 와해되면 시장경

혜자 참여적 복지프로그램과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제의 작동마저 멈출 수 있다. 인재를 출생시키고 양육시켜 준비해주는 가정이 와해된다면,
기업은 첨단 지식과 기술개발에 참여할 인재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며, 십대들의 골목길 패

[코프러덕션은] 엄격히 본다면, 그저 자문 받는 정도의 참여는 아니다. 더 많은 자문

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없다면,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복구에

을 받고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혜

노력하는 지역사회가 없다면, 책임 있는 조직원으로 활약할 기업구성원을 기업은 발굴하지

자들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역량(skill)과 그들의 경험을 이용하여 서비스 전달을 돕는

못할 것이다. 이런 코어경제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18)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운영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하듯이
프로그램 참여자 자문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참여자의 평가를 과정 평가 및 사후

시장경제로서는 코어경제가 운영시스템과 마찬가지라고 칸 박사는 비유한다. 시장경제는

평가에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정도로는 여전히 수혜자를 수동적 존재로 남기게 될

코어경제의 자원투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와 과도한 자본주의의

것이며, 코프러덕션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임뱅크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발전과 함께,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양육서비스를 시장에서

동반관계(parity)를 형성한다. 접두어 ‘co’는 ‘협력적, 상호적, 보완적(joint, mutual, com-

구매해야 하며,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는 차단되었고,

plementary)’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에드가 칸, 2004, p.62). 타임뱅크의 코프러덕션에 내

자녀를 집밖으로 내보내기조차 위험한 동네로 지역사회를 황폐화 시켰다. 시장경제는 코어

재된 이러한 동반관계와 평등의 정신은 타임크레딧의 환산공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경제를 파괴시킨 외부비용뿐 아니라, 코어경제가 육성하고 준비시켜준 생태계를 황폐화시

다고 하겠다. 시장경제 안에서 고부가가치를 인정받은 변호사의 1시간과, 시장상품성이 전

킨 비용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된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 복원에

혀 인정되지 못한 초등학생의 1시간은 동일하게 1타임 크레딧으로 환산된다.

기여한 노동의 가치를 이제까지 평가 절하하였고, 소외시켰다.
코어경제의 노동을 새로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관점은 바로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이
다. 실제로 타임뱅크를 통해 변호사 상담 비용의 일부를 타임크레딧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9. 코어경제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 복원

있었으며, 미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회사가 의료용품구매 비용의 일부로 타임크레딧을 수용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타임뱅크가 시장경제와 코어경제 영역간 코프러덕션을 생성
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빈민주택가의 공원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
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부를 타임크레딧으로 받기를 동의하였다. 평등한 시간

이러한 평등정신의 배후에는 시장경제와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코어경제 영역의

환산율이 변호사의 주민인터뷰를 도와준 이주민 출신 초등학생의 통역봉사에도 적용되었
다. 변호사에게는 라틴계 이주민으로 구성된 그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필수였고,
그 초등학생의 통역봉사가 없다면 그 변호사는 그 소송 건에서 승소할 수 없음을 알기 때

18) 『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owing the Core Economy』, new economics foundation, 200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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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 초등학생은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이며, 동네 노인들
이 만남의 장소인 그 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한 것이었다.

▶ 자산의 관점 :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이 있다. 타임뱅크
는 사람들에게 결핍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산에서 출발한다.
▶ 노동의 관점 :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보존하며, 이웃의 안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를 개선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활

10. 코프러덕션이 추구하는 중심가치

동은 사회유지에 필수적이며 시장경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경
제의 노동과 동일하게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코프러덕션을 유발하고 추진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왜 어떤 타임뱅크는 코프

▶ 호혜성 :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호혜적 봉사는 사람사이의 관계를 열

러덕션을 생성할 수 있었고, 어떤 타임뱅크는 끝까지 코프러덕션을 유도하지 못했던가? 칸

어준다. 타임뱅크는 호혜적 봉사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박사는 코프러덕션이 생성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코프러덕션을 생성하는 동력을 5가지 중

준다.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해요” 라는 일방적 봉사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

심 가치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중심가치는 타임뱅크를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다.”로 바뀌어야 한다.

지, 코프러덕션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금석과 같은 것이며, 타임뱅크 운영의 기
본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중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자본 : 도로, 항만, 시설 등 경제적 인프라 구축만큼 신뢰, 호혜, 시민참여로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마을을 구축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복
원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타임뱅크는 가족, 친구, 이웃을 확대

그림 4. 코프러덕션의 중심가치

자산

사회적
자본

시켜주고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시켜준다.
▶ 존중 : 개인의 표현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인종, 성,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현재 처한 상태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
다.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 입게 된다.

존중

코프러덕션
타임뱅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중심가치가 실현되는지를 점검하며 평가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교환이나 코디네이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기준이 되어야한
새로운
노동의
정의

호혜성

다고 본다. 더 나아가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정의
의 관점에서 이 중심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타임뱅크의 출발점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이 중심가치는 결국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한다는 타임뱅
크의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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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프러덕션과 중심가치

장의 판도는 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진보담론을 이끌고 있는 뉴이코노믹스 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 개념이 영국에 도입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
며, 영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현황에 적용하여 타임뱅크와 코프러덕션 개념을 영국적 토양

타임뱅크는 코프러덕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다. 그 자체로 시장경제의 화폐보다

맞춤형으로 재정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에 이 재단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 내리기에는 어렵다. 타임뱅크에 장착된 코프러덕션 원리와 중

발표한 문서 『코프러덕션 : 코어경제 성장을 위한 매니페스토(Co-Production : A Mani-

심가치가 있기에 타임뱅크는 시장화폐의 폐해를 해독하고,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문

festo for grwoing core economy』이다. 이 문서는 코프러덕션을 타임뱅크의 핵심으로 제

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타임뱅크의 가치는 시장화폐와 감히 경쟁할 만하

시하였고, 영국복지정책의 중심에 있는 보건서비스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 하겠다. 앞서 살펴본 기존 화폐와 타임달러의 속성 비교에서 보여주었듯이, 타임뱅크는

이 문서는 칸 박사가 주장하는 코프러덕션의 5가지 중심가치를 영국적인 보건서비스 현장

기존화폐의 외부비용을 상쇄시키고 코어경제를 육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코프러덕션을 생성하기 위한 실천가이드로 제시하고

하려면 타임뱅크 운영에는 코프러덕션의 원리가 작동해야하며, 코프러덕션을 생성하고자

있다.19) 그 가이드는 중심가치에 기반하면서 현장상황에 적용이 수월하게 응용되었으므로

하려면 다시 이 다섯 가지 중심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타임뱅크 운영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이드가 제시하는 원칙은 내담자를 보건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 서로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노동으로 인정, 호혜적 관
계형성을 위한 장치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개인과 지역사회의 유연성(resilience)확
보를 위해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기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망 제공 등 이다. 이 재단의

12. 타임뱅크 운영원칙으로서 코프러덕션

연구와 이론적 실험은 현재 영국 내에 300개 이상의 타임뱅크가 운영될 수 있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타임뱅크가 발생된 배경, 타임뱅크 원리가 되어야 할 코프러덕션, 코프러덕션이 추구해
야 할 중심가치를 이제까지 알아보았다. 타임뱅크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이미 대안적 화폐
를 통용하는 시도들은 있어왔고, 효력이 이미 입증된 사례들도 많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
므로 많은 경우에 타임뱅크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임뱅크에서 독특한 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어왔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열망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후기 자본주의의 폐해와 복지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거듭된 실험을
통해 진화된 도구이며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제적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된 타임뱅크의 철학과 그 운영방식은 1998년 처음
영국에 소개되었고, 그 이후 영국의 보수·진보 정권에 걸쳐 타임뱅크가 정착된 속도와 성

19) 뉴이코노믹스 재단, 『코프러덕션 : 코어경제 성장을 위한 매니페스토(Co-Production : A Manifesto for grwoing
core economy』, 2008, London,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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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려는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한계와 제한점이 태생부터 있
었고, 3년의 실험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타임뱅크의 활
약이 크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의 자원봉사센터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03
국외 타임뱅크 사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임뱅크 실험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
다. 이 플랫폼을 지금도 여러 타임뱅크 커뮤니티가 사용하고 있다. 타임뱅크 실험과 함께
모니터링 평가연구를 병행하였다.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이 사례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
으며, 당시 타임뱅크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 또한 유용한 자료가 되었
다.
두 번째로는 영국의 템포(Tempo) 타임뱅크를 소개하겠다. 템포 타임뱅크는 ‘스파이스’
란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2018년부터 ‘템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스파이스는 영국에서
자생한 특수한 형태의 타임뱅크이다. 독립적인 타임뱅크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지역전체에 타임뱅크 시스템을 구축해가도록 도와주는 작업

타임뱅크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하여 시간화폐를 전 세계로 보급한 곳은 미국이다.
1980년대 후반에 에드가 칸 박사가 이 개념을 처음 정립하였고, 90년대 말에는 영국으로
도입되었다. 타임뱅크에서 특이한 점은 어떤 맥락에서 실천하는가에 따라 타임뱅크의 성
격은 다양하게 변신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타임뱅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부복지 시
스템의 폐해를 보완하는 민간 운동으로, 풀뿌리 운동의 한 줄기로 발전해왔다면, 영국에서
는 정부복지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관계형 복지국가를 실현
하는 도구로 지자체 정부가 지역사회를 향해 제안하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했
다.

것을 지원해준다. 이 모델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왔던 지역단체들이
자원봉사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단체 운영예산 증액의 어려움, 지방정부의 예산
긴축정책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적극 수용되
었던 점이라고 본다.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은 템포 타임뱅크는 타임뱅크의 효과 측정을 충실하게 실천하였
다. 정부 예산활용의 긍정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모든 타임뱅크 실천에 항상 병행하
였다. 사업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보고서
를 생산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그 보고서를 상당히 참고하였으며, 2016년 본인의 기관

이제 타임뱅크란 개념은 전세계로 보급되었고, 더 다양한 모양으로 실험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해외에서 실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연구의 의의는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한국 자원봉사의 현주소에서 타임뱅크와의 접점을 찾는데 의미를 찾
는데에 있으므로, 해외의 자원봉사센터가 타임뱅크를 실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작하려한
다.
우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실험한 뉴사우스웨일즈 타임
뱅크(NSW Timebank)이다. 이 타임뱅크는 중심가치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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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중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얻는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이든 정부가 타임뱅크 운영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받는 타임뱅크 사례가 많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타임뱅크 운
영과 설립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며,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허브기능을 하는 기관
이 있다. 미국의 타임뱅크 USA와 영국의 타임뱅킹 UK가 그 기관이다. 이 두 기관의 타임
뱅크 정보 허브 및 운영 컨설팅 역할을 각각 살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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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타임뱅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

2) 타임뱅크 운영 거버넌스

과 성과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인구
3,000명의 작은 항구도시 리틀턴 (Lyttelton)은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연대 사업이 활발한
곳이었다. 그 일환으로 세워진 리틀턴 타임뱅크는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 재난 시에 위기에

1차 실험에서는 주정부 자원봉사 부서가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의 자원활동 기

대응하고, 재난 후 복구재건 활동을 추진하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기념비적인 사

관인 Hunter Volunteer Centre 와 Volunteering Central Coast 두 개 단체가 중심 현장

례이다. 대개의 경우, 재난의 위기에는 외부 자원봉사 인력이 투입되어 대응하는 것이 매

이 되어 Hunter, Newcastle, Lake Macquarie, Central Coast 등 4개의 지역에서 타임

뉴얼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부의 도움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동안 내

뱅크를 실험하였다. 1차 실험 후에 평가를 하였고, 2차 시범 단계에서는 주 전체지역으로

부의 피해와 상처는 깊어진다.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당사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위기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6년 1월 최종 평가를 할 때에는 71개 지역사회로 타임뱅크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이 타임뱅크를 통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리틀턴 타임

가 확대되어 있었다.22)

뱅크에서 보인다. 그래서 리틀턴 타임뱅크는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형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3) 평가

1.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타임뱅크

이 시범사업은 2회의 평가과정을 통해 타임뱅크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평가 후에는 향
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평가를 위해 주정부 전담부서와 대학연구진이 함께 협력하였
다. 1차 평가를 위해 Universtity of Woolongo 와 University of New Castle 대학이 공동
연구진으로 협력하였고, 2차 평가는 University of New Castle 대학이 홀로 전담 부서와

1) 타임뱅크 시범운영의 목적
20) The University of Newcastle & NSW Volunteering, “뉴사우스 웨일즈 자원봉사전략 평가 보고서 Evaluation of
NSW Volunteering Strategy” 2016.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는 뉴사우스 웨일즈 자원봉사전략 NSW Volunteering
Strategy 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1차, 2014년부터
20)

2015년까지 2차로 타임뱅크를 실험하였다.

타임뱅크 실험을 담당한 부서가 주 정부내

자원봉사 담당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에, 그 실험의 목적은 타임뱅크식 봉사교환을 통해 자
원봉사의 수월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특히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유
21)

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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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lunteering.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6/662604/final_timebanking_evaluati
on_2016_with_isbn.pdf
21) Elizabeth McDonald & Simon Watts “2012-2013 Evaluation of the NSW Volunteering Strategy 20122013: Timebanking Trial” 2014. 발표자료 슬라이드 4
https://www.volunteering.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6/662613/Ttimebanking-EvaluationForum-2014-presentation-UoN.pdf
2차 실험에서 타임뱅크를 담당하였던 주정부 실무자(Angel Chaperon) 과의 전화 인터뷰 (2019년 9월 27일)를 통해
얻은 정보에서도 주요 목적이 자원봉사자 확대였음이 확인되었다.
22) “뉴사우스 웨일즈 자원봉사전략 평가보고서” 2016.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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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평가는 중간, 최종 2단계로 진행되었다. 2차 평가작업을

[표 2] 2013-2016 회원가입 증가 현황

위해 대학 연구진과 주정부 전담부서 NSW Volunteering은 업무 분담을 아래와 같이 하였
다:

(1) 뉴캐슬 대학 연구진 역할
▶ 연구 방법 개발
▶ HREC 변이 제안과 리서치 윤리 관리
▶ 서베이 데이터 분석하여 타임뱅크의 임팩트에 관한 결론 도출
▶ 향후 NSW 자원봉사에 기여할 정책 제안
▶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5) 회원 및 봉사시간 증가

(2) NSW Volunteering의 역할
▶ 평가를 위한 일상 업무 진행
▶ 평가 참여자 모집
▶ 데이터 수집 (이메일과 FGI 통한 설문)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도별 회원증가 추세와 회원이 교환한 봉사시간 증가 추세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Timebanking participation and time given by year

▶ 사례연구 현장에서 인터뷰 진행과 FGI 데이터 수집

4) 타임뱅크 회원등록 현황

2016년 1월 조사 결과, 타임뱅크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원의 수는 5,780 명이었고,
이중 개인회원이 5,138명, 기관회원이 486개, 기업/사업체가 25개, 59개의 공동가입
(shared) 회원계좌가 있었다. 2013년도의 1차 평가와 비교하여 회원가입이 53% 증가한
것이며, 기업/사업체 가입이 257%로 가장 높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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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회원등록 및 봉사시간 증가

7) 자원봉사 시간 증가

1차 실험 단계에서 회원등록 과정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자원봉사경험과 취
업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4%의
등록신청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므로 봉사자 확대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24)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발적인 회원가입을 제외하면, 다수의 새로운 회
원가입 경로는 친구, 가족, 이웃, 소속 단체의 행사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된 경우였다. 위 분석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인회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소진되면서 회원가
입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안정적인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있다.23)

최종 평가 설문에서 ‘타임뱅크 참여가 자원봉사 참여 시간을 증가시켰다’에 대한 응답결
과를 보면 41% 응답자가 긍정하는 반면 13%가 강한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취업상태에 대
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일근무, 파트타임근무, 실업구직 상태, 실업이나 구직하지 않
는 상태, 가사전담, 학생, 은퇴자, 기타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타임뱅크 경험
이 취업경로를 열어주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6. Increased volunteering through Timebankting 2014-2015

6) 도움 주고받기 현황

2014-2015년에 봉사교환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뉴캐슬 대학, 블루마운틴 Blue
Mountain, 허스트빌 Hurstville, 와이옹Wyong, 구이라Guyra 지역이었다. 499명이 도움
주기, 301명이 도움 받기 활동을 하였고, 도움 주기와 도움 받기의 총 합계는 3,475건이었
다. 그 중에서 129명이 도움주기와 도움 받기에 모두 참여하였다. 도움주기에는 1인당 평
균 7건을 참여하였고, 건당 평균 3시간을 투자하였다. 도움 받는 경우 1건당 평균 2시간을
투자하였고, 12건의 교환에 참여하였다.

24) the University of Newcastle &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2012-13 NSW 자원봉사전략 중간평가 보고서
Evaluation of the NSW Volunteering Strategy 2012·13 Interim Report: Timebank Trial 2013.” 30
https://www.volunteering.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5/662612/timebanking_trial___interi
23) 위 보고서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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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었다.
라. 행정적 부담: 많은 자원봉사 시간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등록한 회원은 많지
만 도움교환을 원하지는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은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도움을
연결할 사람이 없다.
호혜성이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타임뱅크
확산에 가장 의미심장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동
기를 묻는 다중선택 질문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96%), 좋은 기분(89%), 기여(87%), 기술 활용(82%), 존중과 인정(76%)도
여전히 높은 동기요인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게되는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8) 도움 주고받기 교환과 지속적 참여 의지

활동적인 타임뱅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타임뱅크를 통해 도움 주고받기 교환을 하였는
가’ ‘앞으로도 도움 주고받기를 계속 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67%가 주고받기 교환을 하
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시스템에서는 이들이 이미 주고받기 교환을 한 사람들이라고 설
명하였지만, 응답자들은 주고받기 교환을 똑같은 시간의 양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고 추측한다. 33%가 도움주고받기 교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68% 응답자가 앞으로도 이 교환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 중의 3분의 1이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
다. 참여하지 못하는 구체적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미있는 대답은 :
가. 도움 주기만 원함: 지금은 자원봉사로 충분하다. 상황이 변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
지만, 당장은 도움받을 일이 없다.
나.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내게 필요한 도움은 당장 없고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다.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타임뱅크에 사람들이 관심없는 것 같다. 나는 도움 받기보
다 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필요한 도움을 공개하지만 제공하겠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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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타임뱅크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와 가까운 실천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타임뱅크를 지속가능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느 시점에선가 호혜적 돌봄이 왜 중요
한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도움을 받기만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소외와 의존
성을 도와주려는 사회정의의 관점을 길러주는 것이 타임뱅크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하며, 그
것이 호혜성을 구현해가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임뱅크는 그저 복잡하기만한
자원봉사가 되기 쉽다. 주고받은 것을 불편하게 기록하는 의미없는 행정과정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전환을 일으키는 각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해야한다. 단순
히 시간을 기록하고 교환을 매개해주는 것이 코디네이터의 전체 역할이 아니다. 수동적인
수혜자들의 의존성과 수혜자-봉사자 간의 뚜렷한 경계가 불편한 진실로 느껴지고, 평등
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도움주고받기를 촉진하고 교환을 기록하는 코디네이터가 필
요하다. 이런 코디네이터는 전담직원이어야 하며 훈련된 사람이어야한다. NSW 타임뱅
크 참가자의 응답을 보면, 타임뱅크 현장에서 전담 코디네이터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으며,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리 강조되지 않은 것 같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사전, 사업진행
중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타임뱅크에 참여한 사람의 33%가 자원봉사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타
임뱅크 경험이 자원봉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타임뱅크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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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칫하면 타임뱅크로 인해 자원봉사 유입인구가 감소

9)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동기

한다는 근거없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동기를 보면 자원봉사
참여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따라 타임뱅크와 자원봉사간
의 시너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타임뱅크에 참여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96%), 기분 좋음(89%), 사회기여(87%), 가진 기술 활용(82%), 존경받고 가치를 인정받음

그림 7. Changes in Employment

(76%)에 모두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참여동기를 보면 자원봉사로 유입될 수 있는 충분
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안내하고 어떤 경로를 만들어 줄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운다면 자원봉사자로도 충분히 호환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자의 69%가 타임뱅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은퇴자, 1인 가구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취업과 관련하여 타임뱅크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베이한 결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함께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대략 1/3의 응답자
가 고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9%가 타임뱅크 참여한 것
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8. Changes in Employment

10) 건강과 삶의 질 향상

타임뱅크 참여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70% 응답자가
답하였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세 가지 질문, “도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느끼는가” “도움을 줄 때에 어떻게 느끼는가“ ”전체적으로 삶에 대해 어
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 ”기쁘다-대부분 만족스럽다-그저 그렇다-대부분 불만족스
럽다-불만족 또는 엉망이다“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
해서는 응답자의 78%가 기쁘거나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다. 도움을 받는 것이 기
쁘거나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였고,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쁘거나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89%였다.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염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2%가 때때로 걱정을 한다고 답하였고 9%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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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한다고 답하였다.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원봉

“50시간 한도에 도달하여 더 이상 도움 주기를 할 수 없었다. 내게 필요한 도움을 줄

사를 하지 못했던 인구일 수 있다. 이들이 타임뱅크를 통해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완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해가며 사회적 관계와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에 자원봉사로 사회적 기여를 경험할 수 있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도움 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록 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움을 준 시간을 되돌려 받을 자격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입하였다가, 몇 번 만남을 한 후에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

11) 사회적 자본

하게 되었다”25)
응답으로 보아 도움을 준 시간은 최대한 50시간까지 저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것 같다. 여기에서도 코디네이터의 연결 역할이 미약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시간저축이 많

을 통해 사회적자본을 측정하려하였다. 응답자의 79%가 최소한 가끔씩은 표현한다고 생각

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코디

하고 있다. 14%의 응답자는 항상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행사, 봉사, 친교모

네이터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시범 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음

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86%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

을 다시 한번 짐작하게 한다.

이 소속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거나, 소속된 단체, 또
는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였다.

(2) 개선을 위한 제안

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사
 용자들이 시간 입력과 요청된 도움을 검색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컴퓨터 사용방법

타임뱅크를 통해 도움 주고받기를 한 효과, 향후 타임뱅크를 위한 제안과 장애요인, 지

교육 제공

속가능한 타임뱅크 운영을 위한 제안을 받기 위해 세 개 타임뱅크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전
 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타
 임뱅크 홍보 강화
●회
 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도움 받기를 하도록 격려

(1) 타임뱅크 장애요인
시간 기록의 어려움, 데이터베이스에 코멘트를 기록하는 것이 어려움, 도움받기를 꺼려
함, 신뢰의 문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몇 가지 대답을 인용해 보면 :
25) 같은 자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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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SW 타임뱅크 현재 상황

2. 영국 템포 타임뱅크

3년간 타임뱅크 실험을 통해 NSW 주정부는 타임뱅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https://
www.timebanking.com.au/). 어떤 커뮤니티라도 타임뱅크를 시작하려 한다면 이 플랫폼
에 커뮤니티 타임뱅크를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는 2019
년 10월 현재, 75개의 타임뱅크가 등록되어 있다. 주 경계를 넘어 호주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6,777명의 개인회원과 109개의 그룹 회원, 46개의 사업체, 558개의 기관회원
이 가입되어 있다.26) 교환된 시간의 변화를 보면,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8년 중반까지도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해 후반부터 급격히 전체적으로

1) 타임뱅크의 영국 도입

활동이 저조해졌으며, 현재에는 타임뱅크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약해진 상태이다. 이런 급
격한 활동 저하의 원인을 알아봄과 동시에, 현재까지 활동이 이어지는 커뮤니티에는 어떤

에드가 칸 박사가 창안한 타임뱅크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향후 타임뱅크 운영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

올라간다. 영국 뉴이코노믹스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의 펠로우로 있던 데이비

다.

드 보일(David Boyle)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에드가 칸을 방문하였고, 영국의 사회혁
타임뱅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서 현재 담당자로부터 정보

신가 마틴 사이먼(Martin Simon)은 같은 해에 미국 포트랜드에서 열렸던 첫 타임달러 콩

를 더 이상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당시에 영국 타임뱅킹 UK와의 교류가 있었

그레스에 참석한다. 두 사람 모두 타임뱅크를 영국에 수입해오기로 결심하고 귀국한다.27)

다는 정보를 얻고 타임뱅킹 UK를 통해서 당시 책임자와 실무자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현

데이비드 보일은 다음 해에 에드가 칸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런던과 뉴캐슬에서 컨퍼런스를

재 주정부 내에서는 타임뱅크가 주목을 받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정부주도의 사업은 정

개최하고, 마틴 사이먼과 힘을 합해 BBC 라디오 방송 출연을 섭외하고 토니블레어 수상과

부 정책 책임자의 관심에 따라 정책이 변할 수 있다. 타임뱅크도 당시 정책 책임자가 관심

의 면담을 섭외한다. 모두 성공적이었고 임팩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마틴 사이먼은 페어셰

을 가지게 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타

어(Fair Share)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출범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임뱅크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게는 타

그 결과 1998년‘타임뱅크 UK’가 출범하였고, 이것은 후에 영국 내 타임뱅크 보급 및 운영

임뱅크가 여전히 자원봉사자 유입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정부 정책 내에서 칸막이

을 지원하는 타임뱅크 허브인‘타임뱅킹 UK(Timebanking UK)’로 이름을 바꾼다.

행정을 소통시킬 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제와 함께 정부지원과 감독을 받고있는 지역 현장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특히 지역사회중심 교환이 진화해간 방향은 미국과 약간의 차이

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제는 어느 나라든 안고 있

를 보인다.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중심 교환은 풀뿌리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개인 몇몇이 시

는 숙제일 것이다. 사업기간 내에 확산하여 성과를 내는 것에 우선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

작하여 진화시켜가는 방식이 우세하다면,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정책(NHS) 개혁과 맞물려

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우선 집중하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대중적 확산

기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전략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David Boyle & Sarah Bird GIVE & TAKE : How Timebanking is Transforming Healthcare, Timebanking UK
26) https://www.timebanking.com.au/communities/activity_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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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는 역시 데이비드 보일과 마틴 사이먼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기

수입하는 즉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영국 내 타임뱅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

관과 함께 정부와 재단 대상으로 모금과 홍보에 주력했던 것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보건의

며, 영국 정부의 정책입안 시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템포와 타임뱅킹

료분야 실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남동부 캣포드(Catford)에 소재한 러쉬그린(Rushe

UK를 소개하겠다.

Green http://www.rgtb.org.uk ) 타임뱅크이다. 러쉬그린 타임뱅크는 1차 의료기관인
러쉬그린 의원(Rushe Green Primary Care Centre)에서 만성질병환자를 위한 사회적 처
방을 목적으로 파일럿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타임뱅크로 시작할 때에는 지역사회중심의 타

2) 템포 타임뱅크 개요

임뱅크로 확대되었다.
러쉬그린과 동시에 영국의 여러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에서도 타임뱅크를 실험하였다.

2011년부터 Spice 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타임뱅크를 2018년 10월부터 Tempo라는 이

보건의료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의 타임뱅크를 촉진하는 실험도 다양하게

름으로 개명하였다. 리더십의 변화와 함께 5개년 사업전략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템포 (Tempo)의 전신인 스파이스(Spice)가 시도한 지역사회중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타임뱅킹 UK (Timebanking UK)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

환 모델은 미국에서 해보지 못한, 아주 영국적인 새로운 시도라 볼 수 있다. 그 모델의 유

는 타임뱅크이다. 타임뱅킹 UK가 지역사회중심의 타임뱅크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플랫

효성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영국적인 시도

폼을 제공하는 허브라면, 템포 타임뱅크는 지방정부의 공적서비스 시스템에 타임뱅크 시스

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국적인 국가주도 복지모델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타임뱅크

템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를 지켜볼 만하다고 하겠다. 기존 모델이 개인 혹은 단체 간의 서비스 교환을 직접 코
디네이팅 하는 타임뱅크였다면, 스파이스 모델은 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타임뱅크를 정부가

템포 타임뱅크의 시작은 2008년 웨일즈대학(University of Wales) 내에 있던 지역화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서비스 시스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폐 연구소(Wales Institute of Commnity Currency)였다. 지역화폐를 통한 웨일즈 지역

볼 만하다.

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였다. 유럽연합(EU)기금으로 시작한 지역화폐
연구사업이 완료되면서 타임뱅크 설립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웨일즈의 카디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타임뱅크 설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싱크탱크 역할을 하

(Cardiff)와 런던 2 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파이스로 시작할 때에는 타임뱅크뿐

는 기관이 일찍이 설립되었다.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는 영국으로 타임뱅크를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었다. 10년의 지역사회 활동을 평
가하며, 스파이스는 타임크레딧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기관의 이름 또한
Tempo(이태리와 포르투갈어로 ‘time'을 의미함)로 바꾸었다. 기관명이 변경되었지만, 런

[표 4] 영국의 타임뱅크
타임뱅크

소재지

설립동기/설립자

템포(Tempo)

런던 & 카디프
http://
www.wearetempo.org

타임뱅킹 UK

스트라우드(Stroud)
http://
www.timebank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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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과 카디프 2개의 사무소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모델/기능

비고

대학연구소/
지역구성원

지역사회중심교환

공적서비스
연계로
시스템변화
추구

설립운영지원

지역사회중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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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템포 타임뱅크 프로그램의 특성

그림 9. 템포 타임뱅크 모델

초기 웨일즈대학 내 연구소에서 경험했던 유럽의 지역통화 비교연구 프로젝트에서 얻
은 통찰을 살려 기존 타임뱅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개인 간의 서비스 거래를 취급하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을 추구하되, 기존 지역단체나 정부의 공적서비스에 타임뱅크를 접속하
여 타임뱅크의 임팩트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지방정부 예산책임기관인 의회와 템포는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하에 지역 내
민간단체의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그 직원들은 기관 코디네이터가 되며, 그들을 대상으로
템포는 타임뱅크 교육을 실시한다. 각 민간단체에 지정된 코디네이터는 해당기관 회원들의
타임뱅크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활동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혹은 의회가 지정한 기관이 중앙은행이 되어 타임크레딧을 발행하
고 관리하며, 모든 서비스 거래 내역도 총괄 관리한다. 타임뱅크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보

5) 템포 타임뱅크 모델

고는 템포가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템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타임뱅크로 활동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4) 템포 타임뱅크 모델

지자체와 지역단체가 함께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문, 촉진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템포는 평가연구를 진행한다. 지역의 이슈별로 템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지역사회공동체, 보건의료, 공동거주, 50+ 세대, 학교, 청년 등이다.

템포는 매년 기관활동의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관 전체 뿐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별 임팩트를 보고한다. 2018년 이후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전략을
보면 2023년까지 영국민의 25%가 시간화폐 사용에 참여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6) 템포 시간화폐의 사회적 임팩트 연구28)

템포의 타임뱅크 모델은 그림 9와 같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 적립한
시간화폐를 지자체나 지역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그 시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물론 개인 간의 교환도 촉진하지만 템포가 형성한 단체 네트워크

템포는 프로그램별 임팩트 평가뿐 아니라 기관 전체의 임팩트 평가연구를 매년 외부연

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그 시간화폐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자기개

구자와 함께 실행하여 그 보고서를 공개한다. 2019년 임팩트보고서는 역량개발, 보건웰

발, 친교, 여가활동 접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에 더 집중한다.
28) http://www.wearetempo.org/wp-content/uploads/2019/10/Tempo_Time_Credits_Impact_Report_201
9_A4_1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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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사회적 소외를 위한 템포의 임팩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800명의 응답자가

7) 3가지 핵심영역으로 본 템포 타임뱅크 임팩트

참여하였다. 기관의 임팩트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참여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2019년도에 템포가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영역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외로

- 과거 남을 위한 봉사 참여 경험 유무

움과 고독감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을 향상하는 것이었다.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영역

-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에 대한 설문에 대해 아래 그림 10과 같이 응답하였다. 타임뱅크 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이

-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

가진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하며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연구결과 증명되었다.

- 친구, 지인 관계 변화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유용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
- 고립감 완화

그림 10. 능력과 기술 향상 설문 응답 결과

- 정신건강 상태 변화 인식
- 새로운 공동체관계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인식
- 지역 내에 있는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가 많아짐
- 자신감 향상
-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위와 같은 기준으로 2019년에 실시한 설문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나의 기술 공유

일자리 경력 생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됨

새로운 기술을 배움

정신건강 향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 그림 11와 같다.

그림 10. 2019 템포 임팩트 평가결과

그림 11.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설문 결과

삶의질 향상

과거 봉사경험
없음

동네와 이웃을
위한 기여 자신감
향상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됨

새로운 친구
사귐

기술을 교환함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다
덜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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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좋아진 느낌

새로운
공동체나
프로젝트 만듬

이용할 지역기반
서비스와 지원을
더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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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이
더 생김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낌

정신건강
개선되었다고 느낌

더 자신감을 느낌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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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뱅크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활
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타임뱅크 활동은 회원들의 기여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
해주기에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해준다. 응답자의

[표 5] 건강과 사회적 처방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젝트
번호

다수가 자신감이 더 많아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외로움이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1

의해서 드러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점은 거의 상식처럼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
와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타임뱅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템포의 평가는

<City & Hackney Homelessness Services >
- 지역: London Borough of Hackney
- 중점 대상: 정신 건강
- 기간 2016~2018
- 참여인원: 205명
*참가인원 기준 : 2018년 10월 18일

3

<Haringey Mental Health>
- 지역: London Borough of Haringey
- 중점 대상: 정신 건강
- 기간:2015~
- 참여인원: 973명

5

<Cheshire West & Chester Positive Ageing>
- 지역: Cheshire West & Chester
- 중점대상: 노인
- 기간: 2018~
- 참여인원 : 99명

7

<Medway Active Communities>
- 지역: Medway
- 중점대상: 노인
- 기간 : 2017~
- 참여인원:327 명

입증한다. 템포는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
고, 그에 대한 응답은 아래 그림 12와 같았다.

프로젝트 내용

번호

프로젝트 내용

2

<Haringey Recovery >
- 지역: London Borough of Haringey
- 중점 대상: 약물 복용
- 2014~
- 참여인원 : 525명

4

<Buckinghamshire Positive Ageing>
- 지역: Buckinghamshire
- 중점 대상: 노인
- 기간:2014~2018
- 참여인원: 2014~2018

6

<Blackpool Active Communities &
Recovery>
- 지역: Blackpool
- 중점대상: 논의 중
- 기간: 2018~
- 참여인원: 68

8

<Thanet Positive Ageing>
- 지역 :Thanet
- 중점 대상: 노인
- 기간: 2018~
- 참여인원: 217

그림 13. 외로움과 고독감 완화 설문 결과

외로움을 덜 느낌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알게됨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음

다른 사람을 방문하거나
만나기를 더 자주 함

29)

8) 건강과 사회적 처방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젝트

템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서 13개의 사회적 처방을 위한 타임뱅크 프로젝트를

9

11

2016년 이후로 다양한 기간을 정하고 실행해왔다. 2018년도 보고서에서 소개된 프로젝트
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29) http://www.wearetempo.org/wp-content/uploads/2019/01/Tempo_Health-and-Social-CareOutcomes_20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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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inster Positive Ageing>
- 지역: Westminster
- 중점대상: 노인
- 기간: 2018~
- 참여인원: 419 명 * 2000명 정도 관련된
프로그램 일부에서 타임뱅크 적용
<Cardiff & Vale Recovery>
- 지역: Cardiff & Vale
- 중점 대상: 약물 복용
- 기간: 2016~
- 참여인원 : 230명
<Gwent Recovery>
- 지역: Gwent
- 중점 대상: 약물 복용
- 기간: 2017~
- 참여인원 : 87명

10

12

<Cornwall Vulnerable Adults>
- 지역: Penzance & St Austell
(지역확대중)
- 중점 대상 : 약물 복용(1년 후 대상 확대)
- 기간: 2018~
- 참여인원: 288명
<Llanelli Social Prescribing>
-지역: Llanelli 지역 1차 진료소 그룹
- 중점대상: 경도 불안증&우울증
- 기간: 2017~
- 참여인원: 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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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타임뱅크 프로그램30)

9) 건강과 사회적 처방 효과

‘학교 회복탄력성 프로젝트 Resilient School Project’ 란 이름으로 정신건강분야 기금
템포는 건강과 사회적 처방 관련 타임뱅크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하
였고,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을 받고 템포가 2015~2018간 웨일즈 지역의 초·중등학교와 진행한 타임뱅크 프로그램
이다. 이 기간 동안 총 68개의 초중등학교가 참여하였다(9개 중등학교, 59개 초등학교).

템포는 영국국민건강보험(NHS)이 추진하는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시민
참여로 이루어내는 보건의료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

10개 지역의 교육청 관할에 소속된 학교들이 참여하였으며, 5개 지역보건 위원회(health
boards)가 관련되었다.

정부와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타임뱅크를 권장하는데 주력한다. 템포가 사회적 처방
을 위한 타임뱅크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주요한 지표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맺어주

(1) 기대 효과

며,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게 해준다는 점이다.
- 삶의 질 개선과 정신적 질병 예방
- 타임뱅크를 학교의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도구로 개발함

그림 14. 건강과 사회적 처방 효과

- 학생의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자신과 동료의 정신건강 지원방법에 대
한 이해도 향상

(2) 프로젝트 내용
삶의 질 향상되었음

타임뱅크가 정신건강을
많이 향상시켰음

신체건강이
향상되었음

건강과 웰빙을 관리할
능력이 좋아졌다고 느낌

- 동료지원(peer support) 네트워크 개발 : 자기 이해, 개인적인 회복탄력성, 새로
운 방식의 학습을 향상하고, 낙인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동료지원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도움을 주거나 친구를 지지해주는 활동을 하고 시간화폐를
받는다.
- 공동체 회복탄력성과 통합성 향상 :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하는 문화
를 격려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알게됨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적어짐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할 필요가 적어짐

대간 상호작용이 확대되도록 매개하였다. 더불어, 가족과 지역사회가 학교환경 안
으로 들어와서 타임뱅크 봉사활동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다.

30) http://www.wearetempo.org/wp-content/uploads/2018/09/Resilient-Schools-report_180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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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학습에 적용 : 타임뱅크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중요하

그림 15. 타임뱅크 참여의 효과: 초중등학교 비교

게 평가해주는 자산 기반의 도구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잘하고 즐겨
하는 기술과 재능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전통적인 학습방법을 보완하
여 특별활동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
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학교 수업에
장애를 겪기가 쉽다는 보고가 있었다.

(3) 성과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여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하였다. 2017년에는 서
베이를 업데이트하고 단순화하여 시행하였다. 학생들의 서베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참여가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베이 결과와 회원등록 정
보, 개인과 학교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기초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 참여자 수: 7,444명의 개인(학부형과 학생)이 활발한 참여자로 확인되었다.
5,000명 목표를 달성하였다.
-시
 간화폐: 획득한 시간화폐는 52,334 시간이었다. 매년 시간화폐를 획득하는 학
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시
 간화폐 활용: 대다수의 학생들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의 댓가로 시간화폐를 받

타임뱅크 참여가 자신감을 더 가지게 하였는지, 자신을 더 쓸모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
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비율은 초등학생
이 중등학생들 보다는 더 높았다. 중등학생들의 긍정적 응답을 보면 응답자의 37%가 ‘그
렇다’고 대답하였고, 34%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6%만이 ‘아니다’고 대답하였
다. 템포는 타임뱅크 참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는 것을 좋아하였다. 동시에, 시간화폐를 받은 후에 다시 활용했던 학생의 89%가
그 경험을 좋아했다고 응답하였다.

- 가족과 동료지원 네트워크 :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타
 임뱅크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자신감, 능력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단위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궁극

되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몇가지

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하

지표를 중심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고려가 이 프로그램에 있었다. 그래서 교내 동료멘토링 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학교가 있었다. 10학년(한국의 고 1학년) 학생을 교육하여 7학년(한국의 중
1학년)을 위한 안내자와 지원자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였다. 참여한 7학년 학생의 91%가
동료멘토의 도움이 학교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형 대상 설문에서
70%가 타임뱅크 덕분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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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참여 : 타임뱅크 참여로 학생들은 학교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1) 파트너 기관의 구성

(응답학생의 2/3), 학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응답학생의 3/4),
수학여행이나 행사에서 시간화폐를 사용하였고(44%),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퍼져있는 템포 파트너기관의 구성은 2018/19년 기준으로

적이었다(77%). 학부형들의 80%이상이 학교생활에 참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와 같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참여기관의 75%가 참여를 더 증대할 의향이 있

아이의 학교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느낀다.

었다.

- 삶의 질 인식 : 학생들의 2/3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이 중등

그림 16. 템포 파트너 네트워크 구성

학생들보다 더 현저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전체적으로 타임뱅크는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와 행복감을
느낀 한편, 학교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기여가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학교내 폭력, 왕따, 입시 경쟁 과열 등으로 방향을 잃은 공교육 현장에서 타임뱅크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과 친구와 가족과 동네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템포는 지역의 보건당국과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력하는 타임
뱅크 프로그램을 권고하였고, 학교가 시간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업체와 기관 참여자
들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1) 템포 타임뱅크 가맹기관 네트워크
타임뱅크 회원들이 시간화폐를 사용한 활동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다.
템포는 2019년 7월 현재 그 네트워크 안에 500여개의 가맹점 파트너 기관이 있고, 시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여가활동 스포츠활동관(33.0%), 미술연극음악

간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 783 군데를 확보하고 있다. 파트너 기관에는 지역 업체, 지역

기관(14%), 놀이여가활동 기관(14%), 학습·기술교육 (11%), 건강과 웰빙 (8%), 문화역사

단체나 복지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 이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에 시간화폐를 지불하고 타

(6%), 여행이벤트 (6%) 순이다.

임뱅크 회원들은 참여할 수 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간화폐를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새로운 참여자를 발굴하게 되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템포는 매년 카디프와 런던에서 파트너 기관들이 타임뱅크 활동 참여를 공유하
고 서로의 경험을 네트워킹하는 행사를 주최한다. 이 행사는 새로운 기관들이 정보와 경험
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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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 9월 카디프 타임뱅크 파트너 페어 행사

구체적으로 시간화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회원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마사지, 미용
실, 여가활용, 여행, 체육관, 운동, 연극, 영화, 볼링, 운동경기 관람, 유적지 관람, 강좌 수
강 등이었다.
이런 참여를 통해 회원개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에 그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림 19. 회원이 도움된 내용

(2) 시간화폐 사용활동
회원들에게 시간화폐를 어떤 활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였는지 설문한 결과에 대
한 회원들의 응답은 그림 17과 같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54%)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그림 18. 회원들의 시간화폐 사용한 활동

고 사귀기(38%), 지역공동체 소속감(38%),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시도했다(36%),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33%)를 비교적 고르게 보고되었다.

(3) 파트너 기관의 효과
템포 파트너 기관이 되어 시간화폐 사용에 참여한 기관들이 보고한 효과는 :
- 더 다양한 참여자와 고객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지역내, 전국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 기관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 기업사회공헌 목적을 달성하였다
- 기관의 잉여 자원을 공익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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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템포는 파트너기관 네트워크 활동을 매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31)

을 하였다고, 53%가 신체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타임뱅크 봉사자의 59%가 과거에 자원봉사 경험이 거의 없었고, 49%가 더 많은 자신

<사례> 캠브리지 카운티 네트워크

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게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겼고,
83%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며, 57%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55%가 자신
의 장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라고 느꼈다.

2019년 7월에 보고한 템포의 파트너 기관 캠브리지 카운티의회와 함께 한 타임뱅
크 보고서는 카운티 내에 있는 파트너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보고한다. 여기에는 89

반면, 파트너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83% 기관이 참여 봉사자들의 가치를 더 소중하

개의 지역사회 단체와 41개 업체가 시간화폐 가맹점으로 참여하였다. 2014년에 시

게 인정하게 되었고, 58% 기관이 봉사자들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작해 2016년에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49%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동안 자원봉사활
- 75% 지역단체가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동 참여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자신감 부족, 줄 수 있는 도움이 없다는 생각, 전혀 생각해본

- 42%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게 되었고

적이 없다는 등의 장애요인들이 타임뱅크 참여를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 33%가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원봉사활동과 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파트너 기관이 얻게된 효과는 더 많은 자
원봉사 기회를 제공 (53%), 기관의 활동 홍보 기회 증대 (70%), 사용자가 서비스 설계와
전달에 참여할 기회 증대 (73%), 기관 서비스 수혜자의 건강과 웰빙 개선 (70%), 기관의

12) 템포 타임뱅크와 자원봉사

비용 절감 (72%), 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알게됨 (43%) 이라고 응답하였
다.

템포는 타임뱅크를 통해 지역의 자원활동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를 유인하고, 지역 공동

템포 타임뱅크가 강조하는 것은 그 전략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간화폐 사용을 통해

체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단체운영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하는

코프러덕션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코프러덕

32)

데 도움을 주려한다. 이런 템포의 방향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션을 증대시키기 위해 템포는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방정부는 주민참
여 강화와 지역 주민단체의 참여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효과를 입

2019년 템포 파트너기관 평가를 위해, 기관의 타임뱅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증하는 도구로 시간화폐를 채택한다. 템포는 지역내 주민단체, 공공서비스 기관, 영리/비

실시하였다. 77%의 자원봉사자들이 타임뱅크 봉사참여가 자신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개선

영리 기업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받은 시간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개발한다. 그러

시켰다고 응답하였고, 75%가 자신감을 얻었고, 71%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

므로 템포의 전국적인 시간화폐 유통 네트워크(spend network)는 민관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현재 100여개의 달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템포의 타임뱅크 모델은 아래 그림
과 같다.

31) http://www.wearetempo.org/wp-content/uploads/2019/07/Time-Well-Spent-Report.pdf
32) http://www.wearetempo.org/wp-content/uploads/2019/10/VCSE-report_dig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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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임뱅킹 UK(Timebanking UK)

그림 20. 템포-지방정부 협력 모델

템포 타임뱅크 모델
지방정부의회
예산지원 및 중앙은행역할

아동단체

장애인센터

템포
사업기획 및 의회, 단체직원교육
활동자료, 최종보고

박물관

스포츠센터

외부평가기관

노인단체

주택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개인/단체 회원모집 및 교육, 온라인 소프트웨어 운용, 활동보고

타임뱅킹 UK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타임뱅크를 도입한 그룹이 설립하여 템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템포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소외된 수급자층의 관계형

개인회원

단체회원

가입기관 프로그램 참여, 회원교육 수료, 서비스 거래로 타임크레딧 교환

성을 중심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의 풀뿌리 중심 타임뱅크에
가까운 모델로 시작하였다. 직접 성공적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지원해줄 역할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현재는 런던과 스코트랜드 지역의
타임뱅크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지역단체가 직접 타임뱅크

영국 타임뱅크의 전반적인 모델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효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에 기여
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코프러덕션이 그 추진방향의 중심에 있다. 템포의 모델의

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타임뱅크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협업하고 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타임뱅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방정부 산하의
지역단체들도 자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타임뱅크 가입을 코디네이팅 할 수 있도록 훈
련컨설팅하는 역할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1) 타임뱅킹 UK 설립배경

그러므로 템포 타임뱅크 모델은 서비스 중심으로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적달성에 참여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다. 참여하는 지역 주민단체들은

에드가 칸 박사가 창안한 타임뱅크가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된 역사는 1996년으로

주민참여가 항상 중요한 과제였기에 시간화폐를 통해 주민참여자 수급이 용이해지는 효과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뉴이코노믹스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펠로우로 있던

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템포 타임뱅크는 코프러덕션을 통한 정부 공공서비스의 효과 향상

데이비드 보일(David Boyle)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에드가 칸을 방문하였고, 영국의

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타임뱅크 시스템을 보급하며, 그 추진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새로

사회혁신가 마틴 사이먼(Martin Simon)은 같은 해에 미국 포트랜드에서 열렸던 첫 타임달

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게 되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33)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새롭

러 콩그레스에 참석한다. 두 사람 모두 타임뱅크를 영국에 수입해오기로 결심하고 귀국한

게 시작하려는 한국의 맥락에서 자원봉사센터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모델이라고 본다.

다.34) 데이비드 보일은 다음 해에 에드가 칸을 영국으로 초청하여 런던과 뉴캐슬에서 컨퍼
런스를 개최하고, 마틴 사이먼과 힘을 합해 BBC 라디오 방송 출연을 섭외하고 토니블레어
34) David Boyle & Sarah Bird GIVE & TAKE : How Timebanking is Transforming Healthcare, Timebanking UK

33) https://www.wearetemp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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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과의 면담을 섭외한다. 모두 성공적이었고 임팩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마틴 사이먼은

집하여 분석하고, 보고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회원 기관의 평가 및 모금활동

페어셰어(Fair Share)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출범할 수 있는 기초를

을 지원하고 있다.

놓았다. 그 결과 1998년‘타임뱅크 UK’가 출범하였고, 이것은 후에 영국 내 타임뱅크 보급
및 운영을 지원하는 타임뱅크 허브인‘타임뱅킹 UK(Timebanking UK)’로 이름을 바꾼다.

라. 사회적 가치 측정 허브: 타임뱅크의 사회적 가치 데이터를 통합하여 매년 네트워크
내에 있는 타임뱅크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네트워크 내의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를 교육하여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고 있다.

2) 타임뱅크 설립운영 지원
3) 진료소 기반 사회적 처방 타임뱅크
1996년 미국의 에드가 칸을 방문하고 온 마틴 사이먼이 1998년 영국의 남서부지방 글
로스터에 처음 타임뱅크 UK를 설립하였다. 현재에는 스트라우드(Stroud)로 사무실을 이
전하였고, 영국 내 300여개의 타임뱅크가 타임뱅킹 UK의 회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타임뱅크가, 특히 지역사회중심 교환이 진화해간 방향은 미국과 약간의 차
이를 보인다.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중심 교환은 풀뿌리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개인 몇몇
이 시작하여 진화시켜가는 방식이 우세하다면,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정책(NHS) 개혁과

가. 타임뱅크 정보허브 : 실제 타임뱅크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회원으로 등록된 영국 내

맞물려 기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타임뱅크 기관 관련 자료(데이터 및 사례)를 축적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시 데이비드 보일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당시 자신이 소속되었

회원기관들과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정보허브 역할을 한다. 2년을 주기로 타임뱅

던 기관(New Economics Foundation)과 함께 정부와 재단 대상으로 모금과 홍보에 주력

킹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전 세계 타임뱅크 근황 및 현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촉

했던 것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보건의료분야 실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남동부 캣포드

진하는 기능을 한다.

(Catford)에 소재한 러쉬그린(Rushe Green) 타임뱅크이다. 러쉬그린 타임뱅크는 1차 의
료기관인 러쉬그린 의원(Rushe Green Primary Care Centre)에서 특수목적으로 파일럿

나.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센터 : 어떤 기관이나 지역사회가 타임뱅크를 시작하고자 할

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식출범 때에는 지역사회중심 교환으로 확대되었다.

때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타임뱅크 회원 모집부터 관리

지난 9월 영국 타임뱅크 대표 사라 버드가 서울NPO 센터 컨퍼런스에서 한 강연에 따

및 교육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되고 있는 타임뱅크의

르면 영국은 현재 120만 노인이 독거하며 만성적인 고독을 겪고 있고, 어떤 의사는 환자

코디네이터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사례연구회를 조직하고 개별 기관의 요

의 50%에게 약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과다하여 건강

청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에 위기가 오고 있다. 타임뱅킹 UK는 GP와 협력하여 만성질병 환자의 사회적 처방으
로 GP들이 타임뱅크로 환자를 의뢰하는 모델을 세워가고 있다. 이 모델은 파트너기관인

80

다. 출판 및 컨설팅 : 타임뱅킹 관련 이론서나 지식정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출판물로 보

Paxton Green Timebank에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

급함으로써 타임뱅크의 철학을 대중에게 홍보한다. 타임뱅크 운영 출범 및 업그레이

게 집중하여 의사들이 타임뱅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진료소 내에 타임뱅크 안내소를 설치

드를 위한 전문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회원기관의 타임뱅킹의 실적 데이터를 수

한다.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며 의뢰된 환자들을 상담하며 타임뱅크 활동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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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와 GP들과의 협력을 위해 타임뱅킹 UK는 의료인 네트워크나 학회에 참여하여

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되어 2017년 현재 350명 정도의 회

타임뱅크를 소개하며 파트너가 될 의사와 진료소를 발굴한다. 사회적 처방을 위한 Paxton

원을 둔 바넷 타임뱅크 (Barnet Timebank)를 위해 SROI 방식을 사용하였다. 타임뱅크

Green 타임뱅크의 효과는 아래와 같이 보고되었다.

의 효과를 총 160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회적투자대비 수익을 측정하니 총
53,000 파운드 비용을 투자하여 518,000 파운드의 가치가 산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

- 참여자의 76%가 타임뱅크를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낌

다.35)

- 67%가 외로움을 덜 느낌
- 71%가 우울증 호전되었다고 느낌

그림 21. 바넷 타임뱅크 평가 결과보고서

- 83%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타임뱅크가 도움이 되었음

4) 타임뱅크의 사회적 가치 측정 작업

타임뱅킹 UK는 영국내 타임뱅크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타임뱅크
가 영국으로 도입된지 21년이 되었다. 그러므로 타임뱅킹 UK는 영국에서 현재에 활동하
고 있는 타임뱅크 현황을 수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2019년 9월)까지 타임뱅킹 UK
가 수집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68개 타임뱅크 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타임뱅킹 UK의 다음 과제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타임뱅크에

- 17,000명이 현재 시간화폐교환 중

SROI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별 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기관간 데이터 소통 시스템을 재정비

- 43,500 명이 참여경험

하는 것이다.

- 3,000개 기관이 시간화폐 교환 중
- 550만 시간 교환되었음
결과적으로, 연간 266,290 시간이 교환되었다. 타임뱅크로 생성된 사회적 가치를 영국
21세 이상 성인 최저시급 7.70 파운드로 환산한 결과, 연간 임금노동 2,000,000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을 타임뱅킹 UK는 보고하고 있다.
타임뱅킹 UK는 현재 사회적투자대비수익 (SROI) 방식을 사용한 사회적가치 측정을 적

35) http://www.timebanking.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1/09/Barnet-SROI-impact-report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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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플랫폼 허브

4. 타임뱅크 USA (Timebanks USA)

타임뱅킹 UK는 타임뱅크를 설립하려는 단체에 온라인 플랫폼 (Time Online)을 제공한
다. 현재 이 소프트웨어의 버전 2를 가동 중이다. 회원들이 이 온라인에 가입하면 사람들
이 교환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열람이 가능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과 필요한 도움
을 등록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한
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별 타임뱅크가 구입하여 맞춤형으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 타임온라인 2 데모 페이지

타임뱅크 USA는 타임뱅킹 UK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미국 전역 타임뱅크
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https://timebanks.org/). 에드가 칸 박사가 타임뱅크 연구소로
시작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발전시킨 기관이기에 타임뱅크의 역사나 정보보유의 측면에
서는 세계적인 정보허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비교하여 미국의 타임뱅크는 지역사회기반 풀뿌리 단체들이 개인간의 타임달러
교환을 중심으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이 지속되면서 점차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활동이 중심이다.
그림 23. 타임뱅크 USA 개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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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및 기능

3)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타임뱅크 개념을 창안한 에드가 칸이 1995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하였고, 현재 전
세계 135개 타임뱅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미국 및 전 세계에 타임뱅크를 보급하고

타임뱅크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운영할 때에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철학적 혹은 기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타임뱅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기능은 아래와 같

적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타임뱅크 운영 매뉴얼, 교육자료 등과 함께 타임

다.

뱅크 출범을 원하는 지역사회나 기관대상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타임
뱅크 코디네이터 역량강화의 한 방법으로 코디네이터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매월 전 세계
코디네이터들의 온라인 미팅 Time For All 을 개최한다. 이 미팅은 타임뱅크 운영에서 발

2) 타임뱅크 정보허브

생하는 핫이슈와 관련 사례들을 포럼 또는 회의형식을 통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온라인 웨비나(Webinar) 공간이며, 이 모임 역시 아래 그림과 같이 타임뱅크로 운영하고
있다.37)

실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으나, 미국은 물론 전 세계타임뱅크 관련 자료
를 축적해두고 있고, 외부 요청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타임뱅크 운영을 위한 온라인 기록

그림 25. TimeforAll 타임뱅크 웹페이지

36)

시스템 Community Weaver 를 3세대까지 개발하여 원하는 타임뱅크에 사이트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 community weaver 데모사이트 페이지

36) https://democw3.timeban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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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 및 컨설팅

5. 뉴질랜드 리틀턴 타임뱅크

타임뱅크 운영 업그레이드에 관련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시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미국내외 타임뱅크 운영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컨퍼런스를 조직한다. 그 외 학자 혹은 대학
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전문가로 참가하여 컨설팅
을 하거나 코스개발 및 특강을 제공하면서 타임뱅크 관련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보
급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40개 정도의 타임뱅크가 활동하고 있다(https://community.
timebanks.org/. 그 중에서 가장 큰 타임뱅크는 인구 3,000명의 조그만 크라이스트 쳐치
에 있는 항구도시 리틀턴 타임뱅크이다. 이 타임뱅크는 또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타임뱅크 설립자인 마가렛 제프리즈 (Margaret Jefferies)가 한국 416 재단 초청으로 와서
재난대비와 복구에 참여하는 재난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한 (2019. 11. 21)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TED강연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되었다.

1) 타임뱅크의 설립배경

리틀턴에는 2004년부터 ‘리틀턴 프로젝트Project Lyttelton’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
38)

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었다.

워크숍과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면서 생태계 보호와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의 문화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
다. 동네 농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생활 프로그램, 동네 친환경 까페, 식당, 지역 산책
지도, 전입자 안내 가이드 등 여러 가지가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을 엮어가고 있다. 그 중 하
나가 리틀턴 타임뱅크이다. ‘리틀턴 프로젝트’는 마가렛 제프리즈가 설립하여 지역주민들
이 서로도움 주고받기를 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중심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켰다. 그

38) https://www.lyttelton.net.nz/about-project-lytte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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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타임뱅크를 통해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있었다.

디네이터는 지역 전체의 주민들을 연결하고, 그룹을 연결하며 겹겹이 중복되는 네트워크를
생성해오고 있었다. 지진이 일어나자 코디네이터는 매일 5회 이상 메일과 방송을 통해 상
황을 업데이트하였다. 주민들은 코디네이터의 정보에만 집중하였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2) 지역사회 회복탄력성과 타임뱅크 네트워크

타임뱅크 코디네이터가 붙이는 동네 게시판 소식을 신뢰하고 방송을 신뢰하였다. 그 방송
을 통해 재난당한 가족의 위기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렸다. 그 방송을 접한 회원
들은 즉시 반응하였다. 믿을만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2011년 2월, 5개월 간격으로 크라이스트 처치는 대형 지진의 타격을 받았
다. 그 외에도 수천 번의 여진을 겪었다고 한다. 이 두 차례의 지진으로 생긴 혼란과 피해

그림 26. 리틀턴 타임뱅크 회원 시간교환 네트워크

를 딛고 복구하는데 타임뱅크의 서로돌봄 네트워크가 리틀턴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발
휘하는 중심이 되었다. 이 사실은 캔터베리 대학 교수, Lucid Ozanne 의 TED 강연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39)
Ozanne 교수는 리틀턴 타임뱅크가 구축한 회복탄력성이 지진발생 시와 재난 후 복구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4가지 회복탄력성 요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1) 신
 속한 정보 소통
타임뱅크는 평상시에 코디네이터와 회원들이 소통하는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도움 주
기를 원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요청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격려하는 코디
네이터의 이메일은 늘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삶의 메시지처럼 반가운 것이었다. 지진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생겨난다. 그 정보 중에는 중요한 정보도 있지만,
과장되거나 거짓정보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진실하고 중요한 정보를 받는 것이다.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는 신뢰를 구축한 믿을 만한 정보 출처였다. 아래 사진과 같이 코

(2) 함께 협력하는 공동작업
타임뱅크 회원들이 팀을 이루어 교대로 구호접수 데스크를 맡았고, 무너진 가옥을 정
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찾아내고, 쉼터에 필요한 냉장고와 발전기를 구하려 뛰어다녔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주민을 쉼터로 안내하여 돌봐주는 일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타임뱅
크 회원들은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봉사자를 모집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었다.

(3) 공동의 문화 공유
타임뱅크 회원들 사이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서로 돌봐준다. 서로에게 도움을

39) http://www.timebanks.or.kr/?article=menu03_03&category=&p=read&read=52&page=&where=&keyw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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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마치 삶의 안전지킴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타임뱅크 회원들 사이에

재난이 닥치면 피해 당사자는 망연자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평화로운

공통되는 이런 문화는 재난 이후 복구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 지진 이전에 일

리틀턴 마을은 위기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고 관광 친화적인 마을이었

상에서 즐겼던 파티와 축하를 지속하는 행사를 조직하였고, 함께 경험해온 기억을 되새기

다. 급작스럽게 닥친 위기에서 힘을 발휘한 것은 서로돌보던 일상이었다. 외부의 자원봉사

며 삶을 축하하는 자리를 타임뱅크는 정기적으로 조직하였다. 벼룩시장, 길거리 까페, 합

자들이 들어올 입구가 폐쇄될 정도로 지진은 이 마을을 격리시켰다. 외부 자원봉사자와 구

동 생일잔치 등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기억과 활동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리틀턴

조대의 투입이 있어야 복구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위기 상황에서, 주민자체의 힘으로 대응

지역사회를 일상으로 되돌리는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타임뱅크가 지지하는 서로 돌봄과 도

하고 복구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회복탄력성을 타임뱅크가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회복탄

움을 요청하는 문화가 공유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력성을 보여준 리틀턴 타임뱅크에는 현재 85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고, 159,000여 시
간이 교환되었다.40)

그림 27. 재난 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리틀턴 타임뱅크 축제행사

6. 소결

이제까지 살펴본 타임뱅크의 주요개념과 해외사례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타임뱅크
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려한다. 기관에서 타임뱅크를 어떻게 시작하는 지에
대한 모델은 이미 연구된 바 있으므로41) 여기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타임뱅크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한다. 자원봉사와 관
련하여서는, 그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부류로 나뉜다.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서로 다른

(4) 문제 해결력
타임뱅크의 경험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높여주었다. 함
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집수리를 하고
벼룩시장을 진행해오면서 함께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

것이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려면
타임뱅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시너지를 위한 시도
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유효한 해석이라고 본다.
타임뱅크가 발생한 배경은 자원봉사와는 다름을 이미 살펴보았다. 닫힌 관료제로 경직

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진이 일어나자 회원들은 크고 작은 재난의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두려움 보다는 해야할 일을 먼저 발견한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을 함께 모아 상황
을 평가 하고, 필요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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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시스템, 전문가중심적인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림 28.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비교

저항이 타임뱅크의 발생에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타임뱅크가 저항하는 사회적 요인
은 다소 분명하다. 반면에 긍정하려는 요인 또한 분명하다. 사람들이, 그 사회가 이미 가지
고 있지만 알아주지 않았던 숨은 자산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형성하자는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관계 자본에 대한 인식, 존중과 호혜성이 생산하는 가치를 증명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세우고 있다. 자원봉사 자체가 복합
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개념자체도 복잡하다. 전통적 자원봉사활동, 규범적 자원봉사활
동, 국가 및 시민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할 정도로42) 연구 영역도 복합적으로 진화하였다. 여
기에 ‘자원봉사’인가 ‘자원봉사활동’인가에 대한 논의마저 더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현장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리더들이 공히 인정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는 개
인적 자발성과 나눔의 의지였다. 개인적 자발성과 나눔의 의지는 여러 개념 정의에서 시민
적 자발성, 공익성 등으로 공히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자원봉사를 본다면, 타임뱅
크와 자원봉사의 연계를 위한 접점은 충분히 열려있는 듯하다. 시민적 자발성과 공익성은
타임뱅크의 5가지 중심가치, 자산중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호혜성, 사회적 자본, 존
중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자원봉사 교육을 상당히 받은 리더들을 대상
43)

으로 타임뱅크의 중심가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호혜성과 공동체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자원봉사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다만 심리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봉사를 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들
의 봉사를 받아온 사람이 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
하였다. 걸음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하였다. 그
러나 자신이 나이가 들어도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다면 문제는 쉬워질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봉사자 수혜자 구분 없이 모두
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는 의지는 자원봉사에 원래 있던 가치이며, 그것이 공익성이라
고 모두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와 타임뱅크가 동행하기에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바로 무보수성
에 대한 이해인 듯하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 시간 기록 시스템뿐 아니라, 현재 우후죽순처
럼 일어나는 지자체별 지역화폐와도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듯하다.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듯하다. 자

42) 정진경 (2012). 자원봉사 개념의 재해석과 통합적 적용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31-52.
43) 안녕네트워크 워크숍,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최, 타임뱅크 코리아 협력, 2019년 9월~11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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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거기에는 공적인정의 범위와 제한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적 가치관을 누구보다도 깊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품고 온 씨앗에 물을 주고 꽃

무보수성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봉사의 가치를 돈으로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을 피우는 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의도가 있다. 자원봉사는 시장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자원봉사는
시장경제의 영역이 아니지만 인간사회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영역

어쩌면 이 교육은 자원봉사자 보다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일지 모르겠

이다. 타임뱅크와 같이 코어경제 영역의 활동이다. 관계자본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활동

다. 정부행정 시스템의 한 지체로 성과를 생산하고 집계하는 업무에만 집중해온 실무자들

이다. 코어경제 영역을 강화하고 복원시키려는 활동이다.

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실무자들에게는 봉사자들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의 필요하겠지
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실무자들이 자원봉사이든 타임뱅크이든 직접 참여하는 근무조

사회나 제도의 진화에는 충돌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변화에 부응하여 조정해가는 과정

건이 필요하다. 타임뱅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타임뱅크 실무를 맡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자

이 필수적이다.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술적인 교정은 오히려 쉽다. 인간의 가치와 기

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원봉사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과 분리된 자

준을 중심으로 설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기술적인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

원봉사행정이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으로 굳어진다면 자원봉사자 수급과 유지의 어려움은

치관이 변화하면 시스템과 제도는 충분히 응용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소프트웨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자원봉사센터는 명실상부한 민관 다리역할을 하는 지점에 있다.

와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미 자원봉사는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과거

그 정체성을 구현하려면 실천적으로 다리역할을 하여야한다. 하나의 기관으로서, 한 사람

와 현재의 가치가 함께 드러나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것 자체로 하나의 진화과정을 가

의 조직원으로서, 자원봉사를 실천하면서 행정의 역할을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봉

고 있다고 본다. 기술적인 도전 때문에 현재의 진화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억누른다면 어떤

사를 하는 사람에게 행정이 표방하는 자원봉사의 기록 시스템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가치를

더 큰 기형의 물체가 드러날지 모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운영시스템을 진화시

평가절하 하는지를 절감하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것이 자원봉사행정의 임무가 아닐까. 이

키는 일에 비하면 간단하듯이, 기술적 도전은 가치관의 변화적응을 다루는 과정에 비하면

렇게 된다면, 실무자를 위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매우 학습자 참여적인 협력학습의 형태를

쉽고 단순한 일이다. 그와 같이 자원봉사영역은 현재 시간기록과 인정시스템에 대한 고민

갖추게 될 것이다.

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장기적인 도전임을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로도
느낄 수 있었다.

2) 자원봉사센터형 모델구축 집중
1) 가치교육 중심 자원봉사 교육과정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도 그 발생은 아주 작은 몇 개의 풀뿌리에서 시작한 것
이었다. 태생의 과정에서 생긴 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태생의 토양을 최대한 살려주며 서
그러므로 먼저 타임뱅크를 도입하려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로 가치교육을 강화

서히 이식하는 것이다. 인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순식간에 이식하면 지금 자원봉사가 안

하기를 제안한다. 기존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하여, 호혜성과 지역

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을 더 빠른 시기에 맞게 될 수도 있다. 가치를 다루는 변화적응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심어주길 바란다. 타임뱅크의 중심 가치는 자

적 과정없이 도입된 지역화폐들이 현재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원봉사의 중심 가치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조화하고 있다. 그 가치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확장한다는 목적을 중심에 두고 지

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

속가능한 타임뱅크 모델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기 바란다. 가치를 다루는 변화적응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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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한다. 동캠프, 지역자원봉사센
터, 지자체, 시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임뱅크 모델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는 관련된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04
국내 타임뱅크 사례

1. 국내 사례현황

국내에서도 타임뱅크와 같은 운영체계를 운영사례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서울
품앗이, 노원구에서 운영한 노원구지역화폐(NO-WON), 구미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미사랑고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타임뱅크와 같은 형태의 시도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간이 유대감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상호호환성을 중시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운영사례를 세부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영역에서 운영될 수 있는 폭넓은 타임뱅크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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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품앗이44)

서울시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개개인이 보유한 기술·재화 등을
민간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복지그물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계획
을 추진하여, U-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주민 개개인의 자원을 교환하는 다자간 거래에 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서울품앗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체활폐사업의

점을 두고 서울품앗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1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0년 지속가능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민간참여형 복

인1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자율적으로 공동체화폐를 발행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스템으

지공동체 구축사업으로 서울시 지역화폐네트워크 개발사업인 ‘U-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로 설계하였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품앗이 지원사업은 상호신뢰와 공유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
이라는 목적과 누구나 동등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수평적 호혜관계 구축’을 기본원

그림 29. 서울품앗이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거래도

리로, 공동체화폐를 주민 교류 촉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품앗이는 사업의 성격과 특징이 중기단계 이후에 사업이 설계가 큰 폭으로 변화하였
다. 사업의 지향적 자체가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 구축 목표’에서 ‘수평적 호혜관리와 상호부
조를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즉, 지역화폐에서 공동체화폐로 사업이 성격이 바뀐 것이다.
서울품앗이의 가치는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법정화폐로 환전은 불가능하다.
화폐단위는 ‘문’으로 사용하는데, 1문은 1원의 가치를 갖는다. 단, (물)품에 따라 절대적 가
치를 부영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물)
품이라도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르다. 예컨대 노동력(품)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시중단가를 적용해 대가를 책정하는 곳도 있지만 모든 노동력을 동일한 가격에 거
래하는 곳도 있다.
화폐형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화폐를 기본적으로 운용하였다. 공식적으로 실물
화폐는 발행하지 않는다. 서울품앗이는 적자한도가 없다. 회원가입시 0‘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통해(-)금액이 발생한다. 특정 개인회원이 (물)품을 구입하기만 하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금액이 계속 쌓이게 되겠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제
재하지는 않는다.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어, 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제재하기 보다는 지역품앗이 회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자체적
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모두를 성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품앗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수평적 호혜관계를 통한 상호부조에 그 목적을 두면서 세부적으로 각 지역품앗이가
회원의 욕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서울품앗이 사업과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11년~2012년 준비기에는 사업인프
라 구축을 위해 품앗이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거점기관 시범운영을 통한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2013년~2014년 발전기에는 주민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및 타 기관 연계, 거
점기관 확대 등 거점 기관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안정기에 들
어선 2015년에는 지역 내 품앗이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품앗이 간 협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은 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
주도적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안정적 정착은 재단에서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내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외부적 합의에 의해 준비를 거쳐

44) 서울시복지재단, 2017. ‘서울품앗이지원사업 성과연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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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기점으로 민간이양을 완료하여 지역품앗이의 자생적 운영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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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서울품앗이 연도별 사업 목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말과 연초 각각 서울품앗이 사업 자문단이 사업결과를 평가하
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품앗이가 안정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생적인 움직임을 재단에서 적극 발굴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거점기관이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총 8개 자치구에서 9개소를 발굴하였다. 이를 ‘자생형품앗이’라고 명명하고 1개
지역 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거점기관(공모형)에 비해 사업비
가 현저히 적은데, 가장 큰 이유는 공모형 거점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
한 반면, 자생형품앗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
형과 달리 자생형품앗이는 이미 어느 정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주민활동가가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하였다. 즉 공동체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플랫폼,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비를 지원하여 품앗이 활동을 촉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품상이 사업 모델 구축이 완
료되었고, 주민주도적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복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단 지원사업이나

서울품앗이의 연도별 진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품앗이의 1차 시
범사업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노원구와 양천
구에 거주하는 통장사업 참가자 중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매뉴얼, 종이통장 등을 제
작, 배포하고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또 각 지역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품앗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 및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화폐 운영을 거점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지역 공모를 통해 강서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총 4개 지역을 추가
로 선정하였다. 각 자치구의 거점기관을 통해 지역품앗이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지역단위의 자조적인 품앗이 공동체를 이해시키고 조직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품앗이의 회원 개개인이 복지자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이더라도 기
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원 간의 자율운영으로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복지와 경
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개념에서 복
지공동체 구현에 주력한 공동체화폐 개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는 공모방식을 통한 거점기관 운영방식이 확정되었다. 또한 서울시 주택정
책실의 S-머니 사업 등 유사사업과 통합을 추진하는 등 유관부서와 업무협력을 강화하였
다. 공모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되었고, 1개 지역
당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된 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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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역품앗이의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외적 합의에 의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였
다.
종합해 보면, 서울품앗이 사업은 2011년 ‘통장사업’ 참여자 대상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공모체제로 전환하였고, 2015년에는 규모와 운영방식이 다른 공모형 거점기관과
주민모임의 자생형, 2개의 형태로 공동체화폐를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2017년말 재단지원 운영형태에서 자생적 민간운영 형태로 전환하였다.
서울품앗이에 참여하는 지역품앗이 회원들은 온라인(서울품앗이 공식 홈페이지), 오프
라인(지역품앗이 모임), 또는 이 둘 모두를 통해 활동하였다. 서울품앗이 공식 홈페이지는
민간이관이행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운영을 중지하였다. 서울품앗이 홈페이지는 회원
누구나 자신이 가진 물품과 품(재능)을 게시하고, 서로 자유롭게 거래를 신청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각 지역품앗이는 거점기관의 성격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
역품앗이는 공동체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 장터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원래 그 기관(단체)이 하고 있던 사업에 공동체화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
를 들어 복지관 내 주민동아리에서 그 동아리의 장을 맡은 사람에게 다른 참여자들이 공동
체화폐를 준다거나,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일손 나눔’ 혹은 ‘재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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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공동체화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거래한 내용을 추후 지역품

행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품앗이사업 지원으로 지역화폐 NO-WON

앗이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관리하였다.

의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경제영역, 시민사회영역 등이 품앗이학당 등을 여는 등 활동을 시

서울품앗이 거점기관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7년까지 총 23개 자치

작하였다. NO-WON의 열린 품앗이 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전체 추진 사업을

구, 44개 지역품앗이(중복포함)가 운영되었다. 운영기관은 복지관으로 진행한 곳은 12개,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화폐 관련 자료를 강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공부모임

협동조합 3개, 비영리단체(민간조직, 시민단체 등) 11개로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은평구는

을 개설하고,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교육 및 설명회를 운영하였으며, 각

2012년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형으로 품앗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시립

자의 품과 물품을 가져와 거래하는 작은 장터인 노원데이를 열었다. 그리고 각자가 싸온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2017년 은평e품앗이까지 연계되어 홈페이지까지 제작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는 밥상나눔을 하였으며, 지역화폐의 의미와 사례, 운영방법 등을

지원하였다. 노원구는 2016년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모형사업을 지

공부하는 열린강좌도 개설하였다(서울시복지재단, 2016). 2017년까지의 노원(NO-WON)

원받아서 운영하였다.

의 성과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을 포괄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서울품앗이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한 거래실적은 2,179건으로 품은 578건(27%), 물품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화폐에 대

1,601건(73%)이며, 회원 수는 총 7,287명이 활동하였다(2017년 12월 기준). 물품의 종류

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기 거점 공동체에서만 지역화폐가 활성

는 생활·취미, 패션잡화, 의류, 가구 전자 순으로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로 나타났으며, 이

화되고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

는 전제 거래의 47%를 차지하였다.

였다. 또한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업의 한계는 첫째, 유통경로 확보가 어려운 점이다. 이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부족

평가하였다(서울시복지재단, 2016).

에 근거한다. 각 지역품앗이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인근 상점을 가맹점으로 유치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근거한 수요 확인과 이에

2018년 노원구는 노원구청의 본격적인 정책으로 노원(NW)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

맞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요에 근거한 공급이 있

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노원구 지역화폐 사업의 취지는 자원봉사와 기부 등의 사회적 가

어야만 주민들의 주도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이다.

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있다. 2017년 말 기준 노원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는 약 17만명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할 잠재적 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원구는 자원
봉사자를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일반, 그린, 골드카드로 구분하여 발급하던 ‘자원봉사
전자카드’도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통합하여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2) 노원구 노원(NW)45)

다.
노원구는 GDP에 산정되지 않는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지역
화폐 ‘노원(NW)’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노원구 노원(NW)은 2016년부터 시작한 서울시품앗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서울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를 개발해 지난 2018년 2월부

시복지재단, 2016). 노원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노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을 자

를 시작으로 인식확산교육, 마을공동체사업 진행, 초기 서울e-품앗이 방식 도입 등을 진

체 개발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적립된 ‘지역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수 있다.
지역화폐 노원(NW)은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를 적립하고 적립된 화폐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45) 최기천, 2018,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노원(NW)’, K+TREND.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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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업은 가능한 최대의 민간 가맹점을 발굴하는 것에 있다. 노원구는 현재 230

그림 32. 노원(NW)의 사회적 가치별 환가액

개소인 가맹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있다. 노원(NW)사업이 활성화 단
계에 들어서는 2020년 이후에는 회원 15만명이상, 가맹정 1,900개소 이상을 발굴해 노원
전역의 지역화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31. 노원구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노원(NW)의 시스템 체계도

노원(NW)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2017년 말 타 지역 사례들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화
폐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 지역화폐 사업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킬 ‘지역화폐 길라잡
이’를 양성하여 노원구 전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가 추진해 온 ‘마을이 학교다’, ‘행복은 습관’ 등 7가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이 지
역화폐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원(NW)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대안화폐인 지역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새로운 생
활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원(NW)은 NO-WON의 약자로 1노원(NW)은 1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가치가 변동되
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1원’으로 가치를 규정화시킨 이유는 안정화 때문이다. 노원(NW)
은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

3) 구미시 사랑고리46)

출된다. 사회적 가치별 환가액은 2017년 1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
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되며, 회원 개인당 최대 적립액은 50,000NW으
로, 유효기간은 3년 내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도 있다.

구미시 사랑고리는 구미요한선교센터가 2004년부터 시작하여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 온 타임뱅크이다. 사랑고리는 복지수혜자를 복지서비스이 공급자로 전환하고 타임

46) 김정훈·이다겸, 2018,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혁신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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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를 통한 공공복지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마을공동체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3. 구미시 사랑고리 체계 및 적립내용

2015년 기준으로 구미 사랑고리는 교환활동을 한 회원은 133명이며, 2015년 동안 총
2,226.5고리를 적립하고, 1,359고리가 사용되었다. 독거·장애세대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음식나눔방 봉사 625.5시간, 밑반찬 배달 505.1시간, 재활용품 판매가게봉사가 358.4시
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미시 사랑고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결합한 타임뱅크 프로그램이다. 구미시의
타임뱅크는 자체 프로그램인 ‘지역사랑고리’와 정부사업 수행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시니어사랑고리’를 운영한다. 지역사랑고리는 노인연대망을 구성하는 ‘함께 하는
집’, 청소년 봉사단인 ‘청소년 사랑고리’, 소외계층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섬기는 사랑마을’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니어사랑고리에는 고령층 간의 정서교류 및 소통을 위한

(김정훈·이다겸, 2018. 재인용)

‘노노케어 사랑방’과 전 연령층이 노인 및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노노사랑방’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수혜자를 서비스 제

구미시 사랑고리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타임뱅크를 적용함으로써 만성적인 수혜자에게

공자로 전환하여 지역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2012년부터 공공사업과 타임뱅크

기여하는 봉사자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과 타임뱅크의 연계를 통

가 결합된 형태의 타임뱅크를 운영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 참가자들이 근무

하여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돌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함으

시간 외에 시니어사랑고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노케어를 통해 지원받는 독거노인도

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권용신, 2017). 사랑고리 교환을 통해 아동들은 노인들의

사랑고리 활동을 통해 상호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선한 재활용품 구매(나눔

돌봄을 통해 가족 이외에 정서적 및 학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

가게), 지역농산물 및 제품 구매(이음장터), 미용실 서비스 구매(아리랑미용실)에 사용할

원센터, 구미사랑고리 은행, 노인사회활동 지원기관인 구미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 새

수 있도록 사랑고리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연계사업을 진행하였

로배움터 등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타임뱅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노케어 사랑

다.

고리 공동체 프로그램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욕구 충족, 건강 증진 및 사회
노노케어사랑방 중 하나인 ‘은빛둥지’에서는 2014년 11월 ~ 2015년 6월 동안 총

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이용자

434.5시간(사랑방 내 독거노인 205.6시간, 봉사자 228.9시간)을 적립하였다. 주로 수행한

가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노인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였

활동은 ‘말벗’ 125.8시간(30.1%), ‘상담’ 90.1시간(20.7%), ‘동행’ 31.9시간(7.3%)으로 구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권용신, 2017).

성되었다.
구미시 사랑고리는 ‘결핍’에 중점을 둔 기존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 수혜자들
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구미시 사랑고리의
유형은 P2P, P2A 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로서, 사업단별 참여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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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을 접목시킨 타임뱅크 운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자원봉사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성을 개
선하고 사회정의와 지역사회연대를 복원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원래의 가치회복을 우선과
제로 둔다면 타임뱅크의 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고, 타임뱅크를 통해

타임뱅크 국내사례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서울품앗이, 노원구 지역사회 및 노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방식이다.

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원(NW), 구미시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사랑고리에서 운영하는
타임뱅크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접속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타임뱅크 회원모집, 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타
임뱅크가 하나의 기관,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위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하는

권용신(2017)은 타임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운영모델로 지역사회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사회서비스 접속형은 그런 점에서 타 모델과는 상이한 모델이

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혼합연계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복지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

다.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도하여 정부기관이나 사회서비스 전달기관, 공공기관

영모델, 사회적기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자원봉사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사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 컨설팅,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각 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

서비스 접속형 타임뱅크 운영모델, 위치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록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지역사회 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단체가 모여 타임뱅

위치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타임뱅크 모델이다. 국내에

크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는 이

서도 이미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유사한 기술이 활용되어 개발된 유사 앱들이 많이 활용되

웃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품과 물품을 교환하는 형태도 진행되는 것이다.

고 있으나, 타임뱅크에 활용하려면 그 원리와 중심 가치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혼합연계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반형과 동일하지만 지역기반형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이웃 간 서비스 교환을 통한 친목과
공동체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의 특정 이슈를 겨냥한 특수목적교환을 혼합한 타임뱅크 운영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임이나, 공동체,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모델이다. 일반이웃의 관계도 있고, 동시에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도 혼합하여 운영하는 형

따라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권용신(2017)은 타임뱅크 운영형태별로 구별이 되는

태이다.

타임뱅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서울품앗이사업

복지사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이

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타임뱅크의 원리를 적용한 맞춤형 타임뱅크 형태를 발굴하기 위

모기관이 되어 그 사업의 하나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때 유용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이 도달

해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품앗이사업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모임이나 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체, 기관에서 자유롭게 원칙과 운영방법을 개발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에 타임뱅크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관에서 기존 고유의 사업과

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시민이나, 모임, 공

위탁사업 등을 타임뱅크라는 운영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라

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고 할 수 있다.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품앗이는 권용신의 운영모델 제안에 따르면, 사회서

사회적기업 결합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기업이익을

비스 접속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안하는 서울시품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게 하는 도구로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앗이는 공동의 브랜드로 존재하지만, 각 지역별로 상황과 구성인원, 구 정책과의 협업 등

것이다. 기관 목적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구매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들과 봉사프로그램

다양한 형태로 타임뱅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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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노원(NW)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품앗이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
었고, 지역사회 내 기관과 단체들이 욕구에 맞춘 새로운 방법으로서 타임뱅크와 지역화폐

해진 운영보다는 융통성 있어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운영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를 결합한 방식을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이다. 활동 자체를 지역화폐라는 도구로 해석하여

셋째, 상호호혜성으로 타임뱅크 운영모델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제시해

이를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

야 한다. 타임뱅크는 기존 경제적 질서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개별

사회 내에서 경제적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원리를 강조하며, 개개인들이 자신의 활

적이고,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인정방식이 될 수 있다. 타임뱅크 방식

동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개인에게 상호호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는

은 상호간의 활동을 기억하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인정체계가 된다고 볼 수 있

것이다. 특히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한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매체를 활용

다. 타임뱅크는 직접적인 상호간을 넘어 제3자간 방식의 상호호혜성을 갖게 됨으로써, 개

함으로서 그 활용과 가치를 일반 시미들이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

별적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혼자만의 인정이 아닌 타인의 기억 속에서도 나눌 수 있

는 권용신의 모델제안에 따르면 위치기반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활동와 참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활동을 공식적인 체계에서 인정해 줌으

구미시 사랑고리는 민관의 협력하여 타임뱅크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접목시켜 운영하는
형태이다. 특히 사랑고리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로써, 그 참여자의 축적된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체계로서 사회
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형태이다. 이웃간의 연결과 더불어 노인일자
리사업이라는 특수목적사업을 접목시킴으로서 참여자와 수혜자 등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이와 같은 국내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서울시 자원봉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타임뱅크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운영방향은 권용신의 제안모델 중 혼합연

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각 주체들이나, 기관, 단체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하게 되는지

계형 타임뱅크 운영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욕구에도 충족하고, 정책

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하여 지역사회 욕구에 적합한 타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목적의 달성도 추구하므로 구리시 사랑고리는 혼합연계형 타임

뱅크 운영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뱅크 운영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운영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나 단체, 모임에서는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목적을 상정하면 그에 적합한 타임뱅크 운영모델을 설계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단체
나 모임이 주도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정부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운영방향과
운영내용, 운영방식이 다르게 진행된다. 주도하는 기관의 타임뱅크 설계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운영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타임뱅크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영역과 소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운영형태를 가져야 한다. 타임뱅크는 이웃간의 관계, 특수목
적을 둔 사업, 기업의 이익, 취약계층 지원 등의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서 타임뱅크와 같은 방식은 관계중심의 상호호혜성을 가진, 공동의 생산을 이루어내는 새
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규칙이나 규정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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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안녕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현황

05
안녕네트워크
참여과정 사례연구

연번

자치구(동)

일시

인원

장소

1

강서구(방화3동)

2019.09.20(금) 14시

27

주민센터 다목적실

2

강북구

2019.09.23(월) 14시

27

강북구센터 4층 강당

3

노원구(4개 시범동)

2019.09.24(화) 14시

21

노원구센터 교육장

4

은평구

2019.09.25(수) 13시

19

사회적경제허브센터 2층
즐거운소통

5

동대문구

2019.09.26(목) 14시

34

동대문구센터 교육장

6

관악구(신사동)

2019.09.27(금) 14시

8

주민센터 2층 회의실

7

서대문구(홍제3동)

2019.10.10(목) 14시

11

주민센터 2층 멀티학습실

8

동작구

2019.10.11(금) 14시

36

동작구센터 1층 교육장

9

성북구

2019.10.25(금) 14시

12

성북구청 3층 배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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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안녕네트워크 사업 개요
‘안녕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진행된 교육내용은 자원봉사의 본질적인 가치 이해에 관한
강의 및 사례나눔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자원봉사 경험과 우리동네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통과제 찾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투자하기를 주제로 워크숍이 진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안녕네트워크’ 사업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타임뱅

행되었다. ‘안녕네트워크’ 워크숍 이후에 자치구별 참여자에게 타임뱅크의 실제적인 운영

크 관련 개념 및 활동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상호교환성의 실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또

을 배울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제공하였다.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하나의 자원봉사 형태를 시도하였다.

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6회로 총 12시간 진행하였다. 코디네이터 양

‘안녕네트워크’ 워크숍은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 61개 동, 17개 단체에서 총 195

성교육 내용은 마을의제로 보는 마을 관계망, 코프로덕션과 코디네이터 리더십, 자산중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9개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 관악

가치와 타임뱅크 운영실제, 새로운 노동의 의미와 호혜성, 타임뱅크 중심가치와 사회정의,

구, 서대문군, 동작구, 성북구로 각 자치구마다 최소 8명에서 최대 36명까지 참가하였다.

타임뱅크 운영평가로 구성되었다.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참여대상은 ‘안녕네트워크’ 워크숍
을 통해 타임뱅크에 관심을 가진 참여생 20여명이 신청하여 참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진 ‘안녕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자치구 권역
별 워크숍과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참석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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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타임뱅크 관련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타임뱅크 이해, 자원봉사센터 적용방안,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타임뱅크 이해 관련 질문은
1. 타임뱅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자원봉사활동과 타임뱅크의 차이점과 공통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타임뱅크가 활성화된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이다. 자원봉사센터 적용방안 질문은 1. 자원봉사센터에서 왜 타임뱅크를 연
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2.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가? 3. 실무

안녕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이하 관리자)를 대상으로 타임뱅크
에 대한 인식을 심층인터뷰한 내용의 질적내용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자의 타임
뱅크에 대한 인식 내용은 6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6가지 범주는 타임뱅크 도입배경,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 타임뱅크 의미와 가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
관리방식, 타임뱅크 운영방법으로 나뉘어졌다.

자로서 타임뱅크와 같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4. 자원
봉사센터나 실무자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가? 이다.
자원봉사자 이해 질문은

타임뱅크 도입배경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자원봉사자의 욕
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 개선요구로 나타났다. 관리자는
자원봉사 문화가 나눔과의 접목,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 외부 정책환경 등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도전하고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1. 자원봉사자의 이해나 호응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이다.
심층인터뷰 참여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6명, 자원봉사자 6명이다. 참여대상자
성별은 여성이 11명, 남성이 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대상자는 타임뱅크에 대한 관심을 가
지고, 자원봉사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질적내용분석은 질적연구자와 함께 심층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고, 상호간에 분석한
내용을 비교협의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타임뱅크와 같은 운영형태를 자원봉사센터에
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내용으로서,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와 타
임뱅크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차이, 적용방안에 대한 상호간의 차이를 나누어서 살펴보았
고, 실제 적용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및 의미, 타임뱅크에 대한 개념
과 의미,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드러났다. 자원봉사는 자발
적인 나눔활동을 강조하였고, 타임뱅크는 자신의 다양한 활동을 상호교환식으로 활용가능
하다고 인식하였다.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서로 개념이 다르며, 시간인증 방식이 다르고
인식하였고, 의도적인 접점을 만들어 기획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관리자의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여겼으며, 타 영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상호관계의 구체
적인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
다.
관리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는 자원봉사자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제각각으로 갖
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개별적인 특성과 재능을 존중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원봉사 관리방식은 자원봉사자 당사자 주의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였고,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드러났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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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관리자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적극적

범주

주제모음

주제

으로 수렴하지 못한다고 여겼고,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그 욕구와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활동 개념의 틀이 다름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시간인정의 개념 차이

관리자는 타임뱅크 운영방법에 대한 인식은 현장 및 욕구기반의 타임뱅크를 설계해야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관계

한다고 여겼고, 상호교환의 작동과정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관리절차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기존 자원봉사 운영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이슈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접점 : 의도적인 기획과 자원 발굴

중심의 새로운 영역과의 융합적 시도가 필요하며,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맵
을 구성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관계형성을 이루는 관리접근을 추구하였고, 변화

자원봉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타임뱅크

주제모음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의미 및 가치

주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도전으로서 타임뱅크 시도의 장점 :
일상 속 쉬운 접근가능
자원봉사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 문화 활성화로 접근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타임뱅크 활용 시도

타임뱅크
도입배경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고민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환경변화에 따른

시간의 축적의 의미가 아닌 주고 받는 순환의 체계를 구상

체계 개선 요구

지자체 정책을 통한 사업 고민 출발

자원봉사 개념 및
자원봉사와

의미

타임뱅크
개념정의

타임뱅크 개념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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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도

보상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인정의 문화 형성을 기대

타 영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어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 형성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활동의 내용과 가치를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과정장치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타임뱅크 활동으로 또 하나의 경력으로 축적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제각각인
자원봉사자

자신이 제공하는 시간을 화폐처럼 상호교환식으로 사용
등가교환의 활용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활동이 축소됨 : 활동별 시간
비용의 차이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재능을 갖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

봉사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

자원봉사자는 인증된 시간을 사용 가능하다면, 시간 축적의
의미보다는 교환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임.
시민들이 타임뱅크활동으로 차후에 생활돌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이 도움을 받는 거에 관심이 없음.

봉사자의 자발적, 활동의 공공성, 시간인증의 강조
현재 자원봉사 기준으로는 개인들의 의미있는 나눔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하지 못함

자원봉사 관련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의 도전적인 형태

자원봉사자는 경험이 쌓일수록 시간에 대한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김.

봉사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도 봉사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임
타임뱅크와 같은 개인간 나눔 활동이 필요로 하는 상황

변화를 이끄는 또

시간 인증에 대한 욕구의 변화 기대

획을 위한 탐색과 새로운 도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범주

타임뱅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
필요
자원봉사의 인정보상차원,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차원인가라는
문제제기

인식과 관점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타임뱅크를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인식과 관점, 실질적인 기

[표 7]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분석 내용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축적된 시간에 대처하는 개념이 다름 :
타임뱅크는 누적된 시간에 가치를 두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누적된 시간에 더 큰 표창을 하고자 함.

개별적인 특성과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재능을 존중받고

수 있는 기회 필요

싶어하는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보조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자원봉사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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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자원봉사
관리 방식

주제모음

주제

자원봉사자 당사자
주의의 적극적 도입
필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운영 방식은 폐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식과 태도
필요

범주

주제모음

수렴하지 못함.

원활한 매칭이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필요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자원봉사의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식

자원맵 구성

욕구기반의
타임뱅크 설계

우선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홍보하여 수집 : 재능뱅크
대상자 우선 시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
필요

필요

상호호환되기를 바라는 일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음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태도 변화 필요

관계가 중심이 되는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 : 마을에서
관계를 만들기

타임뱅크의 시작은 재미와 흥미로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및

주제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

타임뱅크

타임뱅크 운영방법은 봉사자의 인식과 이해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함.

운영방법

초기에는 이벤트와 같이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

상호교환의

타임뱅크 활동인정 방식 : 공급과 수혜가 상호교환되는 순환의
체계에서 내용 확인

작동과정을

일감내용, 연계과정에 대한 확인절차 필요

세밀하게 살필 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대비책 필요

있는 관리절차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교류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지속성을 가능하게 함.

관계형성을
이루는
관리접근 추구

참여자간 상호호혜와 교환을 위한 상호간의 재능과 역할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
사업을 운영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상호교환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
운영주체의 중간매개체로서 교환을 이루게 하는 역할 수행
정량적 실적을 넘어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필요

변화과정을 설명할

문제해결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방식 필요

수 있는 성과평가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교환의 방식으로 문제해결
기여

필요

타임뱅크를 통한 실질적인 교환활동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성 방식

특정한 목표와 이슈를 구성해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
타임뱅크

기존 자원봉사

1365와 별도의 분리된 체계로 운영시도

운영방법

운영체계와는

시간인정방식이 달라 시범사업 등의 two track 운영 필요

별도의 관리운영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운영방식 : two track 운영으로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

체계 필요

축적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대처방법 필요

1. 타임뱅크 도입 배경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시범적 운영 형태 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하고 시도하는 방식
집중할 곳을 결정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순서로 진행
이슈중심으로

이해와 욕구가 맞는 기관 대 기관의 매칭하는 방식시도 필요

새로운 영역과의

요양 등의 활동내용에 대한 집중이 아닌, 활동이 주고받도록 연계하는
작동 자체에 집중해야 함.

융합적 시도 필요

학습동아리 사례와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융합시키는 과정의
어려움
일정 기간 동안만 상호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1)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1)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도전으로서 타임뱅크 시도의 장점 : 일상 속 쉬운 접근
가능
- 일상에 자원봉사하는데, 일상에 자원봉사라는게 아예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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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되고 그래야 하는데, 자원봉사하면 무언가 시도를 해야되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

정착을 위해서 센터는 타임뱅크라는 체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사

어가서 일감을 찾고 신청을 하고 그 날 가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액션이

람들한테 지역 안에서, 생활 안에서, 지역 생활 밀접형으로 붐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타임뱅크를 시작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런데 만약에 타임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옆집 사람들하고도 재능 나눔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좀 쉽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3)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타임뱅크 활용 시도

- 1365는 수요처 등록이 된 그 기관에만 가야 되요. 어떤 기관이 안되면, 수요처로 등
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나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 그런데 거기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거든요.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되는 것도 많고 관리가 안되서. 그래서 요양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정이 안되요. 1365시스템에.
- 타임뱅크는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겠죠. 이런 거 상관없이, 꼭
1365수요처야 되고 이런 거 보다는...
- 그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요청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되니까 부탁을 하고 내가 맡은 자원봉사활동이 약속한 거나 내가 빠지면 안 되는 봉

- 일단은 저희 그 가맹점을 늘려서 가맹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두 번
째 축이고, 따라오는 축이고. 나눔뱅크가 주축이긴 한데,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세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재능 나눔이 커진다는 것 하나하고...
- 그런데 본인들이 받고 싶은 것과 가질 수 있는 자원들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연계
해 보는 것들을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은 호응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부터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
까 해요.

사활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고...

2)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2) 자원봉사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 문화 활성화로 접근
- 저희 자원봉사는. 그런 것들이 더불어서 마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방법이 이제 그

(1)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고민

렇게 접근하고, 시간이 되고 활성화가 잘 된다면 자원봉사 문화가 일상적으로 전해지
는 그런 문화형성과 정착. 저는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 참여율이 낮다기보다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타임뱅크를 확인해보자 정도지, 지금 1365시스템하고 섞
이는 건 불가능할거란 생각이 들어요. 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
도 무언가 받고 무언가 이렇게 도움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
냐?
-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찾다가 마침 타임뱅크를 만나서 타임뱅크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 그거는 제가 타임뱅크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 기대하는가에 대한 대답
하고도 맥락이 있는 거 같아요.
- 일상에서 호혜적 나눔이 쉽게 이루어질 자원봉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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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살래”하고 있을 사람도 “이게 어떻게든 나중에 너에게 도움이 돼”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지 않을까요. 전제가 되있으니까.

- 인정 보상은 아니고, 저희는 접근하는 게 뭐 타임을 축적해가지고 가감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순환하는 그런 체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내가 배울 수 있다. 또 이걸 통해서 나중에 시간을. 활동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구축하는 자원봉사는 소외적인 나눔의 주고

보조도 굉장히 문의 많이 들어와요. 이거 자원봉사 하는 거 나중에 활동보장 받을 수

받음 그것들이 순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살피고 챙기는 그런

있냐고. “아니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시거든요. 그냥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는거잖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더불어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자원봉사도 같이

아요. 그런데 활용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활성화되고 그런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잡는 문화를 우리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3) 타임뱅크와 같은 개인간 나눔 활동이 필요로 하는 상황

(2) 지자체 정책을 통한 사업 고민 출발

- 봉사센터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지금... 아버

- 구청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언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고, 자기가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에요. 예약은 잡혀있는데. 그럴 때 연락이 오고 그래요. 정말 누구라도 필요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 저희는 타임뱅크 시작을 일부 했는데 그거는 저희 센터에서 시작한 거는 아니구요.

때. 여성분이 혼자 아버지를 옮길 수 없으니까. 힘이 필요한 거죠. 물리적 힘이 필요
한거죠.
-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아봤고. 힘드실 때마다 전화하시니까. 미용서비스, 지금 머리가
많이 자라셨는데 이런 거 받을 수 있나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 제일 급박하고 그럴 때가 아닐까 싶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내가

2.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

휴가를 못내는 상황인데, 아이는 내일 유치원이 쉰다, 뭐 이런거죠. 정말 너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심한 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그런데 그런 봉사자들을 저희 센터에서 1대 1로 컨택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1) 자원봉사 개념 및 의미

런 사람들을 연계해 드릴 수가 없는데, 타임뱅크가 활성화되면 그런거잖아요. 이 날
이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개인이 받아서 신뢰가 형성된 관계라
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계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겠죠.

(1) 봉사자의 자발적, 활동의 공공성, 시간인증의 강조
- 그래서 단순 자원봉사는 정말로 자발성을 이야기 하잖아요. 자원봉사자에게 스스로

3)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 개선 요구

원해서 하는 활동. 어떤 돈을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게 자원봉사인데.
- 자원봉사는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활동 그런 여러 가지 참여의 분야까지 확대되어 있
는데,

(1) 시간의 축적의 의미가 아닌 주고 받는 순환의 체계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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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현재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요처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라면,

적을 해서 화폐처럼 어떤 상호 물물교환식으로 시간을 내가 쓴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인거 같아요.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 타임뱅크는 자기가 가진 자산의 주고받음이 더 집중되어 있잖아요.

(2) 현재 자원봉사 기준으로는 개인들의 의미있는 나눔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하지 못함
- 저 한가지 궁금한게 예를 들면 저희 성동구에 송송이라는 단체가 생겼음. 그 단체는

- 타임뱅크는 개인과 개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나눔활동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2) 등가교환의 활용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활동이 축소됨 : 활동별 시간 비용의 차이

청소년들이 멘토링해주는 서비스임. 그래서 조금 성장한 고등학생 자녀들이 저연령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주는데, 단체 안에서 우선 작게 단체 자녀들끼리 하겠
다는 것. 그 순간 저는.. 그분들은 중요한 것은 시간을 원함. 먼저 이제는 자원봉사센

-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야되는 계모임처럼 하게 되면 쉽지 않은 갈등 요소들이 생길 것
같음.

터라는 개념은 저희 지울 수 없는 것 같음. 자원봉사센터는 시간. 특히나 청소년들에

- 그리고 그 서비스 질이 담보가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에요.

게는 더더욱 시간이 중요한 것. 그분들은 되게 순수한 저희가 지금 말하는 타임뱅크

- 이게 그러면 지역화폐처럼 등가교환의 느낌이 나야되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게 1999

라는 나눔을 품앗이를 그 안에서 하시는 훌륭한 단체임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년도에 00시에서 저희 0000기관이랑 같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마

시민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외부의 수혜 초등학생들을 모집을 하셔서

을 타임뱅크처럼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6개월동안 되게 재미있게 했는데, 내부갈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밖에 대안이 안되는 것. 이게 저희 센터의 한계가 아

등 때문에 결국 문 닫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닌가 사실은... 그 생각이 들었음.
- 실적만 없으면 될 것 같음. 옆집 동생을 공부 가르쳐주는 걸 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가? 그 문제인 거잖슴 지금. 얘가 더럽게 부자야. 부자집 애를 숙제를 봐줘 얘를 한시

- 사실 지금 마을 만들기 안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품앗이처럼?
- 근데 품앗이가 하다가 다들 엎어지는게 내가 제공한 품과 내가 제공받는 품이 질이
다르다는 거에요.

간을. 이게 봉사실적으로 들어가는가? 타임뱅크는 가능하다라는 것. 이 가치와 문화

- 나의 한 시간과 너의 한 시간은 다르다.

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어 있는 인식을 어떻게 타임가치로 전
환시켜서 평등하다고 마음으로 정서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기반이 안되고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2) 타임뱅크 개념 및 의미

-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서구라고해서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특정한 시기나
진짜 산불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돼! 라고하는 공감대가 있으면, 그래. 변호사
의 한 시간과 나의 한 시간은 똑같아 여기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상으로 돌

(1) 자신이 제공하는 시간을 화폐처럼 상호교환식으로 사용

아오면 이게 달라져요.
- 그리고 시장은 얼마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인데, 그 서비스 질이 담보가

- 타임뱅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가 이해 한 거로는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한다는 거.

안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여서... 해주는게 신통치가 않은 거라...

- 타임뱅크는 완전 그런 자원봉사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기는 한 거죠. 그런 시간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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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관계

(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축적된 시간에 대처하는 개념이 다름 : 타임뱅크는 누적된
시간에 가치를 두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누적된 시간에 더 큰 표창을 하고자 함.

(1) 활동 개념의 틀이 다름

- 문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제일 크게 자원봉사센터와 타임뱅크의 차이점으로 했
었던 것은, 타임뱅크에서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음.

-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타임뱅크하고 차이점은 일단 자원봉사의 틀이 훨씬 더 넓은거죠.

그냥 쓰고 없애고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음.
- 자원봉사센터는 오히려 100시간 되면 상주고 200시간 되면 상주고, 자원봉사 시간

-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의 걸개가 훨씬 더 기반이 더 넓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의 일

은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이 늘어난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왕도 만들고 천시간 만

부가 자기의 자산을 주고받는 타임뱅크는 한 축으로 자리잡고 대신에 자원봉사를 활

시간 이런식으로 하고 서울 시장상 주고 더 높은 상주고 막 이런 시간에 훨씬 더 얽매

성화시키고 일상에서 실천되는 자원봉사가 타임뱅크를 통해서 자리잡는데 도움을 받

이는 것 같은 것.

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타임뱅크가 시간에 더 얽매일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타임뱅크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

-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타임뱅크와 1365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봉사단체도 있지만

았고, 시간에 훨씬 더 얽매이지 않을 것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오히려 시간에 더 얽

수요처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는. 타임뱅크와 자원봉사의 차이는 그래서 같

매이는 것 같은 것.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훌륭한 자원봉사자. 낮은 사람들은

은 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1365는 수요처를 통해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

초보 봉사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뉘는 것 같은 것.

문에 아니면은 시간관리라는 단체...

-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관리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음. 시간에다
가 그렇게 너무 큰 가치를 투여한 것은.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 지폐에다 천원

(2) 시간인정의 개념 차이

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라는 상징을 딱 줘서 가치를 준 것처럼, 우리가 너는 100시
간이상 봉사자야, 너는 봉사왕이야 하면서 몇 시간 이상한 사람들은 막 홈페이지에다

- 저도 그 생각에요. 저도 궁금했던게 우리가 이거를 자원봉사하고 결합을 해야되나?

가 얼굴 박고 이런 과정으로 했던 것이 우리는 은연중으로 사람들한테 자원봉사 시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거면 가족이 가족을 돕는 것을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그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매긴 것 같음. 우리

할 때,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해야되나? 그게 교환의 가치인데 그야말

가 그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날아가버리는 인식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심어

로... 이거를 대상자를 항상 유념하잖아요. 저소득인지 뭔지 이런거를..

준다면, 타임뱅크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 똑같은 것 같은 것.

- 근데 그냥 우리 둘이 친해. 근데 얘가 숙제를 도와줘야 돼 내가. 그럼 한시간 도와줬
으니까 니가 우리집 와서 빨래 한 시간 도와줘. 이거를 서로 자원봉사 실적으로 넣어

(4)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접점 : 의도적인 기획과 자원 발굴

줘야 될까? 실적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에요.
- 그것보다 저는 더 넘어야 될 산이, 자원봉사센터는 실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

- 그래서 일단 타임뱅크가 활성화 된다면 자원봉사도 결국 나눔을 조금 더 따뜻한 사회

에요. 이게 다 가치가 인정된다고 해도, 여기에다 시간이라는 것으로 실적을 넣어주기

를 만들자 이게 자원봉사인데, 정말 거기서도 기획이 중요한 게 참여시키는 거 자나

시작하면, 타임뱅크가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이게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

이걸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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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금 자원봉사 접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이 발굴도
될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 그냥 자원봉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작을 할 때 그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는 데 타임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

-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게 타임뱅크지만, 있잖아요. 우리
들은. 머릿속에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이 일의 가치는 시급 칠천원짜리이고, 이 일의
가치는 시급 3만원의 가치야. 이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
게 보면 ‘이왕이면 좋게 쓰고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알면 굉장히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아요.

(2) 자원봉사의 인정보상차원,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차원인가라는 문제제기
- 타임뱅크를 접근할 때,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차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지, 자원
봉사의 개념을 좀 더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그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인가.. 생각이 듬.

3.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

- 이거를 보면서. 인정보상차원이면 사실 노원에서 하고 있는 노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타임뱅크 본연이랑은 완전 결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보상으
로는 충분히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 사실 타임뱅크에 진짜 본질적인 가치는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모습인 것 같아

1)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시도

서...

(3) 보상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인정의 문화 형성을 기대
(1) 타임뱅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가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 필요
- 가치와 문화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거를 좀 바라보고 싶은
- 이 타임뱅크의 한 가지가 ‘모든 노동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

마음은 있음. 타임뱅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로인해서 확산될 수 있는 문화. 이것

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요. 내가 가진 것, 그 자원이

을 자원봉사쪽에서 잘 가지고 오면, 어차피 가치가 막 벗어나지는 않음. 그 부분은 공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설거지 하는 것과 재능을 가진 것의 효능이 어

유를 하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와야 되나가 되게 물음표인 것 같음. 근데 보상은 아

떤 거가 더 낫고 좀 그런 거가 없이 일단 주고받음의 중심을 둬가지고.

니었으면 좋겠음. 접근하는 방법이.

- 중증장애인 여성분이 있는데, 뭔가 활동을 할 수 없죠. 집에만 있는데, 여러 가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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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정보상으로 접근하시면 안될 것 같음.

움을 많이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 분한테 역할이 주어지는 거에요. 뭐냐하면 독거어

- 저는 인정개념은 좀 아니었음. 왜냐면 우리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인정과 보상을 같이

르신하고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거. 그것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봉사할 수 있는

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원래 인정개념과 보상

한 가지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그분이 다른 분들로부터 받는 다른 자원도 동등한

개념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음. 뭐냐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평등한 거죠. 자원에 주고 받음에 집중을 한다면... 그렇게 생

회적으로 이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문제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각을 했어요. 모든 가치는 한 시간에 주고 받음은 다 똑같다라고 타임뱅크 안에서는

이나 재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주느냐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경우인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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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없을 수 있음. 인정이 인정으로 끝나야 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금

-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자원봉사 관심없는 집단에서도 타임뱅크를 통

이 마련되거나 누군가가 이번에 어떤 자원봉사하는데 내가 거기에다 돈을 얼마 낼게.

해서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게 아까 재능에 대해서도 말했지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 이런식으로 보상이 들어온다는 것. 보상은 경제적인 개념이

만, 젊은 친구들은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조금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 인정은 비경제적인 개념이라서 두 가지가 저는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문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든데.

- 인정이 선행이 됐는데, 보상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정을 했
다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경제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것

(2) 자원봉사 관련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의 도전적인 형태

들은 의미있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수준이 아닌
가.

- 우리들이 지금 정말 1365에 입력할 수 없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 개념으로부터

- 이것을 사회적 인정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음. 보상은 모르겠음. 교환 일어나는 것? 일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이것도 하나의 매개체

어나면 좋지만, 교환은 나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게, 지역화폐는 보상개념

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동아리 방에 이분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임. 서로 주고받는게 되니까. 저는 타임뱅크는 순수하게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 지역

그 대신 재미있게 잘 하세요. 근데 실적은 안돼요. 실적은 아니어도 그거를 엑셀로 따

사회를 위해 100시간 동안 기여를 했데. 와 박수박수 하고 인정. 끝. 저는 여기까지만

로 처리를 할게요. 이건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룰을 갖고 잘 하는데 우리

생각을 했음.

가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조금 많이 안되고,
- 약간 바운더리를 좀 넓게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자원봉사군을 이렇게 관계

(4) 시간 인증에 대한 욕구의 변화 기대

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을 양성까지는 아니어도 좀 풀을 확대해가는 측면으로
생각했음.

- 타임뱅크가 자리 잡고 활성화된다면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인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점차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희석되지 않을까.
-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뭐 이런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 타임뱅크가 활성화되면 시간인정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희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 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그런 풀을 확대하면 그 다음에 본게임으로 다시 이사람들을 연계해주는 것으로 생각
함.
-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거죠. 우리 이런 일은 저희가 났어요. 그러면 자원임. 자원봉
사하러 오세요. 그 양반들한테 이제 우리 센터에 등록된 자원들이잖아요. 1365에 등
록했던 말던. 그러면 홍보하죠. 와줘 그럼 등록하고 이제 시간 관리까지 전해볼 수 있
는 교두보가 된다는 것.
- 타임뱅크도 자원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음. 그냥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
는 지금 시간 실적과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관리시스템 안에 타임뱅크가 들어와 있지

2) 타 영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않으니까, 너는 자원봉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안에는
타임뱅크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것. 우리의 관리범위에만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것을

(1)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어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 형성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함.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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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가 아니야, 너는 시간 줄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막아대고 있음. 오히려 쪼그

는 이만큼 모두가 기여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주는 방식. 이렇게 되는게 사실은 우리

라들고 있음. 수요처 너는 안돼. 이런식으로 하고 있단 말임. 근데 그 중에서 타임뱅

가 하나의 캠페인을 완성시켜나갈 때 서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서로가 확인해 줄

크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근데 이 방법을 안쓰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컴퓨터한테 시간

것. 그러다보면 자원봉사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우리가 해

입력하고 컴퓨터 니가 기억해! 물론 컴퓨터는 아니고 국가가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

야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

지만 이 기억은 누구도 꺼내보지 못하는 기억이 되는 것. 기억해 주길 요구하는 사람

- 타임뱅크가...제도가... 어떤 것이던 간에 어떤 모습이던 간에 우리 1365 체제에서

은 내 소중한 시간 10시간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주는 의미를 담았지만, 기록하는 순

한정되어있는 폐쇄적인 이런 자원봉사지원체제를 새로운 어떤 제도가 들어와서든지

간 사실은 아무도 그 기억을 들춰 보내주지를 않는 것. 그리고 한 만시간을 하면은 만

이것을 조금씩 문을 개방을 해야될 시기라는 것은 느낌. 그래서 타임뱅크를 하던 다른

시간했다고 박수한 번 쳐주지만, 만시간의 퀄리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되버

것을 하던 질적인 돌파구를 하나라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

리는 것.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타임뱅크 아니

다고 생각함.

냐? 이것 이외에 자원봉사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의 패러다임은 절대 바
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음. 그래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2) 재능을 갖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라고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전에 자기성찰 자기반성을 통한 공부를 해야되
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가? 저는 요즘 항상 물
음표가 그것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연계 해 드리죠. 기관 아는데 연락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많
이 안되있기는 해요. 그냥 장애인복지관 연결을 해서 돌봄서비스 위기개입 할 수 있는
거 있는지, 그런걸로. 저희가 뭐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 사람이 자원인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을 만한 봉사자들을 알고 있으면 연계를 해드리

3)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작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겠죠. 그래서 실적입력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서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 재능을 가지시는 분들이 연결이 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
는 기회들이 쉽게 열리고...

(1) 활동의 내용과 가치를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과정장치
(3)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
- 안녕캠페인은 시간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그 활동을 우리 동
네가 예를 들어서 6개월동안 열심히 했음. 그리고 평가회 시간에 모였음. 서로가 돌
아가면서 안녕한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서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야기합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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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순환이잖아요. 순환이 이루어질려면은 만남이 있어야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하
잖아요.

할 때, 어떤 아이 하나가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했거든요? 따지고보면 저는

- 저는 일단은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한 10시간 이상 활동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몇 번

- 지속적인 관계가 만들어 지는 거.

정도 했거든요? 하고 얘기하고, 옆 사람은 너는 그랬니? 나는 사실은 니 두배를 했어.

- 활동하시 것의 범위가 다 열어 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안녕한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너는 이만큼 너

- 주고받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들하고 관계 맺음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관계맺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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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가 형성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 공동체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확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4)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

1) 시간에 대한 의미가 제각각인 자원봉사자

(1) 타임뱅크 활동으로 또 하나의 경력으로 축적

(1) 자원봉사자는 경험이 쌓일수록 시간에 대한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김.

- 더 많은 자원들이 활성화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점점 노동으로 인정을 못

- 단순히 시간, 그리니까 처음 자원봉사 시작하는 분들이 1365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받지만 이런 타임뱅크를 통해서 또 경력 하나가 축적이 되가시는 거죠.
- 또 그게 활성화 되고 또 약간 녹슬었던 그게 또 윤활유처럼 흘러가게 되서 정말 사회
의 자본으로 또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거 같고,

않으시거든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굳이 거기에 시간까지 집착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초기 시
작하시는 분들은.
-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거 축적하는 거 엄청 집착하시면서 막 그 몇 시간이 몇 만

(2) 봉사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
- 활성화... 그렇게 해서 젊은 봉사자들을 만나는게 쉽지는 않으니까.
- 그런 친구들한테 봉사에 대한 좋은 경험과 생각들, 나눔에 대한, 그러니까 봉사와 나

시간인냥 집착하시는데,

(2) 자원봉사자는 인증된 시간을 사용 가능하다면, 시간 축적의 의미보다는 교환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임.

눔이겠죠. 봉사와 나눔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 대학생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서. 노는 문화처럼.

-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자원봉사 시간을 누적하면서 사람들이 얻고자하는
건 현재는 뭔가 내가 하는 것 만큼 요양서비스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시작이
안되고 있으니까.
- 이제 시간을 축적해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취업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를 하거나 그렇긴한데 그것도 한편으로 가지만

(3) 시민들이 타임뱅크활동으로 차후에 생활돌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
음.
- 문의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시고 그러시는데 누가 자꾸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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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의 전화가 오신다는 건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 참여
를 하셨던거죠.
- 지방에 어딘가는 그렇게 한다고 지방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 실제로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들 받고 싶어하는 데. 00시였나 어디 그렇게 홍
보가 조금 나가더라고요.
- 더 열심히 일하긴 하세요. 이게 나중에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때.....
- 절대 그럴 일 없고 잠깐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
죠.

- 이제 다 대학을 나오시고 전공이 있으시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시
면서 놓쳤던 그런데 이제 아이들 대학 간 이후로 그 자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쓸지 모
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이 발굴되고 참여되면 크게 결국 자원봉사 하고자
하면 좋은 거잖아요.
- 다음에는 봉사자분들을 만나도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유능한 자원봉사자분들도 계
시거든요.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은 청소자원봉사를 할 때 보다 영업을 잘해요. 영업
을 할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
켜드리면 활동 만족도 또한.

(4)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이 도움을 받는 거에 관심이 없음.
(2)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보조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 지금 봉사선생님들 한테 이 시간 써보세요 해도 조금 양심 있으신 분들은 귀찮아 하

활동에 더 큰 의미를 가짐.

세요. “뭘 배워”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시고, 몇 번 써보시다 마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
기는 해요. 이런거 있어요 소개를 해드려도, 정말 도움을 받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 그냥 보통 이왕 똑같은 5시간의 잉여시간을 쓰는 거 보통은 급식봉사 갈래. 이런데

일부 쓰시겠지만, 그냥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가서 봉사시간을 사용하시는 거보다 아마 자기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때 시간에 대한

지금 머릿속에.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런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이 관심을

-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그냥 이대로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
실 거 같아요.

갖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받는 것보다. 이게 어쨌건 받기 때문에 더 내 꺼를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하라고 하면, 생각 안하고

2) 개별적인 특성과 재능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자

(1)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예를 들면 막 이번에 만나게 될 봉사자분들.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인데 경력이
단절이 됐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이 됐던 분인데, 건축기사에, 정말 그
런 결혼하시기 전에 가졌던 자원들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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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봉사 관리 방식

- 저는 자원봉사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우리도 모르게 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에 안경을 쓰고 문제를 바라보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자의 원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자원봉사자를 돕는 역할임.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자원봉사자를

1) 자원봉사자 당사자 주의의 적극적 도입 필요

돕는다고 하는 행정이 사실은 자원봉사자한테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행정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진짜로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그들을 잘 활동하게 하려면 이런 질문이
존재의 이유를 묻는 거라고 생각함. 관리자들의 존재 이유...

(1)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운영 방식은 폐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함.

- 자원봉사 관리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앞으로 필요한 게 저는 욕구 중심으로 사
고하기. 자원봉사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여기로 나

- 우리 센터가 내가 지금까지 한 5-6년을 근무를 하면서 생각을 할 때 느낀 바로는 폐

는 시선이 가야된다.

쇄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이나 다양한 활동

- 저의 느낌은 항상 시대가 흐름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가치나 이슈들이

에 있는 가치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자원봉사센터이고 어쩌면 그들을 관리라는 차원에

변해가기 때문에 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센터도 항상 변화하는 것을 항상 이게 정체

서 전혀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대한 욕구를 조금 더... 하양시키고 싹을 죽여버리

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함.

지 않는가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지금에 시급한 것은 개방성이다. 자원봉사 관리라는 쪽이 아니라 자원봉사 지원이라
는 쪽에 개방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무엇이 되더라도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타임뱅크라는 제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

2)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식과 태도 필요

가? 이런 부분은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함.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로써 생각을 해보면, 좀 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저도
이제 타임뱅크의 자기 설득을 계속 하면서 타임뱅크라는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관성

(1)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자원봉사의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식 필요

이 원래는 자원봉사 섹터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관리
자가 됨. 그러면 되게 관리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야 되고, 되게 개방적이어야 되는
데, 그게 아니라 그게 되게 고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낌. 계속 연차가 늘어

-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울 것 같음. 자원봉사자의 욕구만을 파
악하다가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는 제대로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함.

날수록. 근데 새로운 사업이 떨어지면, 이게 아~ 새롭다 재밌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먼저 바라보고 그들의... 그들을 위한 관리자의 태도잖아요. 근

관성에 젖어서, 젖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조금 힘드니까, 그것에 대

데 지자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너무 그렇게 하고 있어. 너무 봉사자의 욕구를 파

해 받아들일 때,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악하고 너무 봉사자의 입장에서 관리자를 맞춰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화도 없고, 저는 없는 것 같음. 기준도 없고. 이게 좀 다른 입장일수도 있는데,

(2)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필요

알맹이까지 얘기하는 건지...
- 저는 이제 봉사자의 욕구를 파악하는게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해서는 안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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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음. 자원봉사센터의 본질,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가

(1) 타임뱅크의 시작은 재미와 흥미로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야지, 봉사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 욕구를 맞춰가면서 지금 너무 변질되었다고 생각함.
- 그래서 이제는 봉사자의 욕구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퓨어한 가치만을 탄탄하고

- 내가 잘할 수 있는거 세 개 적고, 내가 도움받고 싶은거 세 개 적으라고 했을 때, 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뚝심있게 체질을 개선해야되고 갈아 엎어야 되는 시점이

이게 타임뱅크구나 와닿았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관심으로 시작을 하는, 이 이야기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가치와 문화를 배우러 간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

들으니까 그게 맞는거 같아요.

는 거고.

- 내가 먼저 재미있고 체험을 해보고, 저는 그 때 뭐할 수 있냐 했을 때, 운동 가르쳐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꼭 배우고 싶은 건 영어 공부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내가 먼

(2)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태도 변화 필요

저 누군가를, 내가 가진 이 재능을 살려보고, 또 이거를 받아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좋
다. 느껴져야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 타임뱅크를 위해서 우선은 제가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 긍정적인, 여
기 책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모든 이가 다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 코디네이터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까 할 때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긍정성과 개방성?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적절한 활용능력도 같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 관리자들이 그런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용기, 지지 이

- 그런거처럼 너무 어렵고 무겁게 시작하기 보다는 재미로 시작하는. 도움이 됐고, 요
즘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건
가르쳐 주고 싶은 욕구도 있다는 거니깐 그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접근을 해서 도움
을 받아보고 도움도 줘보고, 아 이거 좋네 라고 확장해 가는 거죠.
- 그 영역들이.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이게 활성화 됐을 때, 내 아이 픽업해 주세요.
부모님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런 것들을 하는 뭔가 그런 모임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우리
새로운 것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지지기관의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2)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

래야 같이 뭔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타임뱅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
님. 그런 생각이 들었음

-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그것도 원하고 좋아하시는 봉사자분들도 있거든요. 당
연히, 분명히 많아요. 우리가 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연계할 때 그런 봉사자분들을 만나
는 건 어렵지만, 그것들을 좋아하시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압적인 수순이 아니면은 ... 글쎄요 ... 마음에서 동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

6. 타임뱅크 운영방법

로 ... 탑다운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도 한데

(3) 타임뱅크 운영방법은 봉사자의 인식과 이해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함.

1) 현장 및 욕구기반의 타임뱅크 설계

- 그래서 타임뱅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 같아요. 그거를 계속 몇 년
씩 갖느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신사 포인트처럼 소멸되느냐, 구축하기 나름인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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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 일감내용, 연계과정에 대한 확인절차 필요

-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명예봉사상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쓸모있는 내
가 주고 받는거에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타임을 누적하는 것도 구축을 그렇게 하면...
-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의 그런 이해를 생각을 바꾸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
겠죠.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겠죠.

- 그래서 우리가 타임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제조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랑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증, 인정.
사전에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하고 아무리 자원봉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눔과 호혜도

(4) 초기에는 이벤트와 같이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까지 좋은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어쨌거나 타임뱅크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연계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어 놀 수 는 없

-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들어갈 필요없이, 일단 이게 일대일 매칭이 아니어도 이벤트처
럼 여러 가지 만남의 장들을 만드는거죠.
- 원데이클래스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주고받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을 거 같고, 활동도, 주고 받는 활동도 나눔의 장소나 공간, 내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검증이나 이
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게 조금 단점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시작은 여러 가지 원
데이클래스처럼 만드는 거에요. 이런 것들을 여는 거에요.

(3)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대비책 필요

- 참여자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
리도 얼마간은 있어야 되겠죠.
- 잘 되기 위해서는, 확산을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것들은 만들어 내기 보다는.

-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맨날 기사에 그런 험악스러운 일들이 맨날 올
라오는데 아무리 내가 도움을 받고 누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이거 무엇을 믿고서 이
용을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그냥 외국 사례들을 많이, ‘먼저

2) 상호교환의 작동과정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관리절차

사용한 경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봐야될 것 같고,
- 범죄경력이라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 아무리 타임뱅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없이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1) 타임뱅크 활동인정 방식 : 공급과 수혜가 상호교환되는 순환의 체계에서 내용 확인
- 그런데 여기도 재능나눔이라는 것도 저희가 구축한 거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연계
를 해주기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각하기에는 개인 간의 연계는

100%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는 하죠.

(4)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교류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지속성을 가능하게
함.

수혜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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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타임뱅크의 초기 전체적인 맥락은 수혜자와 공급자가 아니라 오히려 순화체

- 몇 년 되었을 때 재원이 고갈되었을 때 없어지는 기관과 재원이 고갈이 되었어도 지

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자고, 누가 도와준다 이거를 넘어서 나눔이

속되는 사례들을 이야기 하시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수혜자가 수혜자가 아니라

라는, 주고받는 개념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사람들도 능동적으로 줄 수 있는 어쨌거나 그 사람을 주체로 만들고 상호교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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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관계로서 오고 갔을 때.... 남는 기관들의 성격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

을 구분하자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로 인정되는 시간으로 누적되온 그런거는. 기관,

라구요.

자원봉사 수요처라는 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자원봉사하겠다고 만들어진 단체에서

-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신뢰적인 관계와 평등한 입장에서의 주고 받음. 그런 거에 대
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활동을 해서 시간이 누적되는 거고, 타임뱅크도 이제 자원봉사 테두리 안에 하나로서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음이 재분할을 요구하는 그런 거라는... 완전히 분리는 안되죠.
어차피 자원봉사 틀 안에 나눔뱅크도 있는거죠.
- 그거는 어떤 기관이 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매칭을 해줘서 연계될 때 그게 확인서라는

3) 기존 자원봉사 운영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운영 체계 필요

거 실적보고서라는 걸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자원봉사 시간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1) 특정한 목표와 이슈를 구성해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

(3) 시간인정방식이 달라 시범사업 등의 two track 운영 필요

- 그래서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가서 다르게 구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게 막

- 근데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요. 실적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원봉사센

섞이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것 같고, 아예 딱 목표를 정해서 ‘재능’ 이런 식으로 가

터가 어디 있어요. 그럴려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타임뱅크는 두 갈래 트랙으로 가야되

던지,

는 같아요.

- 아니면 툴을 작게 해서, 시작을 해서 키워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자

-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족봉사자는 온전히 가족과 가족

원봉사 선생님들 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쓰세요 하면 막 그렇게 너무 좋다 하

끼리 서로 하는 것을 시간인증을 하려면 우리도 망설여지는 것. 그럴 경우에는 이벤트

실 분이 계시겠죠. 계시겠는데

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가족봉사단 특별 이벤트 사업 6개월 동안 합니다. 이

-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거란 말이죠. 자원을 잘 찾아서 연결을 하면,

것은 우리끼리 시간 돌릴 거에요 따로 입력 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왜냐면 캠페

분명히 요구는 이게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인이라는 게 보통 한 번 하는데 지속이 안됨. 캠페인이 달성 될 때까지는 그 캠페인에

분명히 있을꺼에요.

적합한 운영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한 번 하고나서 안나오니까, 요것을 최대한 10번

- 그 욕구를 발견하지 못했는 데 그거를 찾아줘야지. 그래서 매칭을 해드려야겠죠. 제
가 안 해본 거니까, 그래서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겠죠.

을 돌릴려면, 뭐 이런 정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 우리는 너무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이거를 타임뱅크라는
가치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방식이라던가 용어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듦.

(2) 1365와 별도의 분리된 체계로 운영시도
(4)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운영방식 :
- 저희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365와 선택적으로 되는 거고,

two track 운영으로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

- 자원봉사(시스템)과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그거고, 자원봉사 테두리 안에 타임뱅크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자원봉사인데,
- 지금 현재에 자원봉사 운영하는 시스템과 타임뱅크를 굳이 구분하자면,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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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용이 되는 것도...
- 만약에 실무자이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가진 자
원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 그러면 이분들한테 봉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하게 하시도록 하는거죠. 1365
시간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타임뱅크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에 받으실 수 있
다고 그 리스트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그 분들에 베푼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크레딧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한번 실험으로, 봉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교환도 아닌 것이, 뭔것도 아닌 것에 대
한 무슨 공동 프로젝트 하나로 한 번 모델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자
꾸 드는데, 그게 뭔가 딱 실체가 잡히진 않음.
- 근데 아무튼 기존에 있던 것은 이미 다 실패했음. 그래서 되게 그게 숙제처럼 계속 맴
돌고만 있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음. 그 지역의 아젠다든지, 서울 지역의 청년
들이 공감하는 어떤 문제라던지 뭔가를 가지고...
- 구직 관련해서는 뭔가 쉽게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직은 당장에 지금 필요로 하
는 거니까 이미 선배가 도와주거나 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근데 이거 돌아가는
방식은 생각이 안남.

- 서울시에 자치구가 있다면 자치구 안에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처에 관계해서 활동하시

- 내년도에 시민 찾동이할 때 시민 찾동이들의 풀이 조성되거나 할 때, 또는 시민 찾동

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단을 꾸려가지고

이 안녕캠페인을 할 때, 이런 것을 해보자고 나는 솔루션으로 계속 던질 수 있으면 좋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겠다 싶음.

(5) 축적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대처방법 필요

(2)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하고 시도하는 방식

- 시작을 안했고 홍보도 아직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

- 저희를 찾아오시는 봉사자분들은 일단 의사가 있는 분들이고, 어 오늘 한 번 알아봐

로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럼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시간은 다 어디 가느

야 될 거 같아요. 아직 봉사하는 걸 잘 접해보지 못하거나 해 볼 시도를 안 해 봤는데,

냐? 시간을 왜 안 쌓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러한 재능나눔의 타임뱅크를 제안했을 때, 좋다고 하시는 그룹

자 호응도 지금 잘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칭한 것들을 조합을 해봐야겠죠.

-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봉사자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봉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아직 시도를 안해봤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이 타임뱅크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
어요. 지금 캠프에 몇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거고
시간을 주고 받고 이 정도로만 이시는 거지,

4) 이슈중심으로 새로운 영역과의 융합적 시도 필요

(3) 집중할 곳을 결정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순서로 진행
- 이거는 집중을 어디다 할 건가를 해야될 것 같아요. 막 늘리는 것도 사실을 좀 위험성

(1)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시범적 운영 형태 필요

이 있고, 해보지 않은 거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
태에서 무조건 막 확장을 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 그래서 진짜로 어떤 프로젝트를 두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나, 안녕이
라는 ... 저는 안녕이 자꾸 떠오르기는 하더라구요? 안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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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한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저희랑 연계되지 않은 모든 지역 내 동아리나 단

- 저희가 예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학습동아리들을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그런 거들

체를 아울러서 이야기 한 거에요. 모든 단체와 동아리가 저희 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습동아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원봉사로 이끌어 내는게

않거든요. 그런 동아리와 단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을 수 있겠끔,

쉽지가 않았어요. 모임자체가 재미있는거지, 배움 자체가 재미있는거지, 누군가에게

- 저희가 보면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주고받음의 조합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매칭
을 해줘보는 거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서 막 이런 것들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활성화되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 그런데 사전에 서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눔뱅크 안에서 주고 받음
이 가능한, 줄 것과 받을 것이 보이는 그룹들도 있잖아요. 서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7) 일정 기간 동안만 상호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를 서로 연결해 줘봐야죠. 그래봐야죠 일단은.
- 호주가 2013년도에 반짝 했는데 그때 한 것만으로 충분한거냐? 계속 10년간 이어지

(5) 요양 등의 활동내용에 대한 집중이 아닌, 활동이 주고받도록 연계하는 작동 자체에
집중해야 함.

지 못해서 실패한거냐? 필요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6개월 동안 타임뱅크 한 번 만들
어보자! 어떤 과제가 생겼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순환시켜서 도움도 주고받고 하면서 재미있게 했어. 그리고 6개월 끝나고

- 그래서 저희가 집중할 거는 요양 뭐 그렇게 집중하기 보다는, 뭐 많으니까 주거나
눔이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설계가 가능한 지역의 단체나 동아리, 기관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찾아보고, 거기서 연계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서는 해산파티 하고 청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어. 지금 만약에 호주에 산불이 있어. 그
러면 그 산을 재생하는데 타임뱅크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진

- 욕구조사하고 일단 그런거부터 시작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재능들을 나눔으로써 이 산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런걸로는 봉사와 타임뱅

- 요양을 받고 싶어하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지만 거기에 집착할 것까지는 아닌

크가 결합될 것 같은 거에요. 뭔가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이면 단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장기요양도 있고 다른 제도들 안에서 어느 선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 마을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뭔가가 있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

부분이고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거는 부수적인 단 차원의 다른 것들

라... 이게...

이고 뭐
- 이런 주고 받음의 나눔이 지역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자원들
하고 그들의 욕구 연계 매칭이 어떻게 안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5)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맵 구성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그것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고 저희는 이야기 하는데,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예
정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안정화 시키는가 관리자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일

(1) 우선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홍보하여 수집 : 재능뱅크 대상자 우선 시작

단은 더 집중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 매력적이 되려면 자원이 많아야겠죠. 자원이 많아야 매력을 느낄테니까. 자원이 많으

(6) 학습동아리 사례와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융합시키는 과정의 어려움

면 일단 재능뱅크 대상자들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홍보를 하겠
죠 이런 거 등록을 하시라고, 그 안에서 일단 돌려보고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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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 필요

할 부분, 좀 수정해야 할 부분. 뭐 해보면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완전히 열리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열고 저희는, 기관에서는 그런 관계 맺음이 가능

- 이런 욕구가 추측되거나 아니면 자원연결이 서로주고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자원 정
보를 알아보는, 그런 그룹들을 좀 알아보고 무엇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단체나 기관들의 서로 매칭과 그 안에서 ... 그런식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들을 연계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즐겁고 재미있으면 좋겠다.
-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참여하시

(2) 참여자간 상호호혜와 교환을 위한 상호간의 재능과 역할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

는 분들은 재미잖아요. 즐거운 참여기 때문에. 담당은 무겁지만 참여자는 재미있었으
면 좋겠다.

-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수혜받던 수혜자가 참여자가 되는 것임. 그러면 제가 생각한 수
혜자는 그런 저소득계층, 노인,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존

(3) 상호호환되기를 바라는 일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음

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점점 나오는게 봉사자 간의 이미 또 봉사를 하는 분들간
의 서로 교환하는 구조가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수혜

- 타임뱅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
데 다 받고 싶은 거는 어려운 거에요. 누군가 나서지 않는 것,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자가 참여자가 되어서 뭔가를 주는 형태가 되려면, 이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
떤 것인지 끄집어 내는 것이 되게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음.

잘 안하는 자원봉사. 힘든거. 그러니까 요양 봉사자들도 그런거 원하지 않거든요. 누

- 이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우

군가 집에 가는 거 좋지만, 누군가가 집에 가서 그런 거 안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받

리가 집어주고 찾아내주고 그거를 찾아낸 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까지의 연결하는게

고 싶은 건 그런거란 말이죠.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또 수요와

그럼 우리가 센터가 만약에 타임뱅크를 하게 될 때에 먼저 수행해야 될 과제인가? 라

공급을 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 뭔가 점점 나오는 것은 봉사자 간의 이미,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나눔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수혜자는 또 다시 참여를 안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

6) 관계형성을 이루는 관리접근 추구

리는 것 같아서, 좀 혼란이 있기는 함.

(3) 사업을 운영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상호교환의 과정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
(1) 관계가 중심이 되는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 : 마을에서 관계를 만들기
- 구미에 우수한 사례 얘기할 때, 특별한 사례잖아요. 한번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계
-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자로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참여도 좋지만
일단 마을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단체와 단체

속 돌려야 된다는 강박이 어쩌면 우리의... 와전된 형태처럼 계속 봉사해야 돼. 엔진
이 멈추면 안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수요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고것들을 조금... 접근을 그렇게 해보면서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4) 운영주체의 중간매개체로서 교환을 이루게 하는 역할 수행

-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거기서 이제는 어려운 점과 적극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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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랑 타임뱅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기관

(2) 문제해결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방식 필요

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에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봉사

-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는 목표를 집단 몇 개가

는 할 수 있잖슴. 그러니까 타임뱅크는 활동을 하면 이 사람한테 활동하면 내 시간 1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거냐? 이

시간을 줘. 그럼 이 사람은 마이너스 1시간이 됐어. 이 사람은 플러스 1시간이야. 이

런 정성적인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표시되고 무엇으로 소통하는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둘이 또 0시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
로 시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자원봉사도 이 사람한테 활동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도 활동할 수 있는 것.
- 만약에 관리자가 이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래

- 그런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지표는 어떻게 문장으로, 어떤 문장으로 표시되어서 소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 저는 타임뱅크랑 자원봉사랑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는 생각함. 둘 다

- 그렇죠...평가...평가의 방식과 평가의 과정...

그렇게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

- 질적으로나 아니면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제시해야지요.

하는데...

(3)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교환의 방식으로 문제해결 기여

7)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평가 필요

-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의 속내는. 뭐 이런 것 있죠. 사람대 사람의 자원봉사시
스템은 교환이 핵심인데, 개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형일 때는 아까 말한 우리동네
산불이 났어. 공동체의 과제가 생겼고 거기에 개인이 어떻게 기여할래? 사회적으로

(1) 정량적 실적을 넘어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필요

기여할래? 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프로젝트 형이 되는 것. 저는 그 모형이 타임뱅크에
더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제 속내는 그렇음.

- 안녕 캠페인을 우리가 지역에서 한다라고 할 때, 안녕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
한 실적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 이 숫자실적을 안만들고 다른 실적을 만

(4) 타임뱅크를 통한 실질적인 교환활동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성 방식

들자. 그게 저는 타임뱅크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자발적 활동들로
이어지는 것.

- 교환을 할려면 얘도 그 가치를 크레딧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치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

-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을 갖고 그것을 평가를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꼭, 그

지 않음? 내가 가가지고 나 쟤네집 가가지고 못박아 줬는데 3크레딧이야 이렇게 하지

냥 놓아두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러면 계량적 평가가 아니면 무엇을 지표로 정성

는 못하는 것아요.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참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예요.

들었어요.

- 그 당시에 일어났던 질적인 변화들. 타임뱅크에서 실제로 사람들한테서 어떤 태도의

-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관리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변화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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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안녕네트워크 참여 자원봉사자의
타임뱅크 관련 인식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된다고 드러났다.
봉사자는 타임뱅크의 기능과 역할을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스스로 깨닫는 기회라고 여
겼고, 동시에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였
다. 즉 봉사자는 타임뱅크를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발굴하고 그러한 능력을 외부적으로 함
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다.
봉사자는 자원봉사 및 타임뱅크 운영관리는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등을 세울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제공

타임뱅크의 내용을 익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안녕네크워크’에 참가하였던

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사업기획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겼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의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사자의 타임

으며, 참여활동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봉

뱅크에 대한 인식은 6개의 범주로 나누어졌다. 봉사자의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은 타임뱅크

사자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체계적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참여동기,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 정의,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 타임뱅크 기능과 역할,

있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자원봉사 및 타임뱅크 운영관리, 타임뱅크 운영방법으로 드러났다.
봉사자의 타임뱅크 참여동기는 연대하는 다양한 관계성 형성을 기대하는 것을 나타났

봉사자는 타임뱅크 운영방법에 대해해서는 일정 규모 안에서 개별의 나눔역량을 지원

고,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드러났다. 봉사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맵핑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봉사자는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활동범

가 외부적인 관계망을 확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

위 내에서 상호교환하고 싶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능과 역량을 직접적으로 나

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눌 수 있다고 여기며, 상호교환의 방식은 쉽게 접근하는데 좋다고 여기고 있었다.

봉사자의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는 자원봉사 개념 및 의미와 타임뱅크 개념 및
의미로,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대해
서 남을 돕는 단순한 활동, 남을 도움으로써 기쁨을 얻는 귀중한 기회이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타임뱅크는 개별적인 재능과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스스로 다
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상호호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였으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쉬운 참여방식이라고 여겼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이지만, 타임뱅크는 되돌아오
는 기대치가 있어 보편적으로 확대된다면 누구나 참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
리고 현재 타임뱅크와 같은 방식은 우리 주위에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봉사자의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는 개별적인 활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라고 여겼고, 다양한 상호호혜적 활동을 형성되는 긍정적인 관계성이라고 생각하였으며,

156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05 안녕네트워크 참여과정 사례연구

157

[표 8] 안녕네트워크 참여 자원봉사자의 타임뱅크 인식 분석 내용
범주

주제모음

개별적인 활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

주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과 공동의 활동을 하고 싶음

연대하는
다양한 관계성

1.
타임뱅크
참여동기

형성을 기대

생활 곳곳에 재밌는 궁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3.

서로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타임뱅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지원

의미 및
가치

자원봉사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호혜적이지 않음
봉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임.

및 의미

자원봉사 수혜자는 결핍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짐.
자원봉사를 할 때 무엇인가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공동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주도성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방식
개별적인 역할과 능력의 차이를 최대한 공평하고 호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

4.
타임뱅크
기능과 역할

주고받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인간 및 관계망 중심, 모두가 자산이 되는 과정

2.
자원봉사와

타임뱅크의 개념

화폐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 순환체계에 중점

타임뱅크

및 의미

누구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개념정의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관계

5.

개개인들이 혼자서 하는 활동을 타임뱅크라고 할 수 없음 : 공공의
활동으로 모여져야

자원봉사 및

다수관계로 연결된 품앗이 형식

운영 관리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 차이 :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으로, 타임뱅크는
되돌아오는 기대치가 있음.
타임뱅크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자원봉사 개념이 없어질 것임 : 누구나
결핍의 대상이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는 생각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그 내용이 달라서 각자의 재미가 있음

다양한
상호호혜적
활동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관계성

상호호혜성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영향을 줌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가능
장애인 비장애인이 상호간에 타임뱅크와 같은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의
실천을 통합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개념
으로 인식 전환

돈을 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발견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스스로가 깨닫는
기회

스스로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유능감을 세움으로써 공동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람 본연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투자 기대

타임뱅크는 봉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식
타임뱅크는 사각지대를 자조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겨짐.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로서 코디네이터 역할
강조
기록을 통하여 활동의 내용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 방법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바람

타임뱅크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
주고받는 방식은 누구나 참여 접근성이 쉽게 여겨짐

타임뱅크 방식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함

서로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고받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남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활동

자원봉사의 개념

개별적인 작은 활동이 존중받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유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감

주거공동체에서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함.

참여자의 필요 욕구에 의해 타임뱅크를 기획하고 추진 : 우울증문제,
아파트주민

지역의 특수한

나 자신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며, 칭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짐

타임뱅크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등을 세울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필요

지역 주민이 궁리를 만들 수 있는 지원방식 :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타임뱅크와 같은 교육이 다양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내용이
공유되어야 함.
청소년 학습에도 호혜성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기회로 제공 필요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받는 기회 필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 제공
필요

실질적인 주고받는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음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쉽고 단합이 되는 실질적인 활동을
찾고자 함.

실제 우리 안에서 작은 타임뱅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

158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05 안녕네트워크 참여과정 사례연구

159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사업 기획
및 운영 필요

삶의 지장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자원봉사를 하게 됨
부담을 덜어내고 나에게 가치가 돌아오는 활동이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는 기회 :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것

참여활동에 대한

운영방법

할 수 없으니까 한 분은 어머니들이란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식적인

케어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분이 주민센터랑 연결할 수 있겠금, 그런 식으로. 왜

사회적인

인정채널을 바람

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험이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테두리가 존재해야 함.

타임뱅크

어하고, 또 이제 한 분은 저희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랑 예기를

공식적이고,
인정체계 필요

6.

방문해서 손발톱을 하되 한 사람이 다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을 양쪽으로 잡고 빨리 케

일정 규모

타임뱅크 방식은 개별적인 재능과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

안에서 개별의

자원봉사를 통해 배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우크렐레 교실, 주민센터의 문화교실 등)

나눔역량을 자원
맵핑화

시간을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갖고 더 신경을 써서 사용하고
싶음

없다보니까 그런게 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이 3명에서 4명정도가 팀을 이뤄서
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제가 말벗
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른들이 밖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또 그분도 안
에 계시던 분들도 같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모시고 나오면 더 쉽거든요. 연
결해가지고. 그런 것 좀 더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요. 제가 케어하시는 분이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그분들도 같이 나오게끔 이끌 수 있는 걸 같
이 하고 싶어서

1. 타임뱅크 참여동기

(2) 생활 곳곳에 재밌는 궁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 결국은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고 발굴하게 되거든. 내 삶속에
서 이 조그만 일도 누구는 필요할까? 이런 재밌는 궁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1) 연대하는 다양한 관계성 형성을 기대

- 마을 내에서 지금 마을 살리기 공동체 복원시키려고 하고 인간성을 회복시키려고 하
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 세대공감에 관한 이런 것들을 탑골공원이나 이런데 가서 인터뷰도 하러 다니기도 하

(1)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과 공동의 활동을 하고 싶음

고, 또 익산동에 가서 공존하는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다른 시선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는데, 그런 곳 속에서도 아! 이게 타임뱅크가 잘

-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일하다보니 그분들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서 나오실 수는
있으니까 경로당까지 오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시되 자기 손발톱도 안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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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이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이 아이디어가 자꾸자꾸 나와요.

케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프신 분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의외로 손으로 수작에 좋아하는 애들이

네일아트를 발라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방문을 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어른 세대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하고 젊은 친

가지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구들이 뜨개질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그 한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던져주면

혼자서는 이건 감당이 안되고, 그래도 3-4명이 같이 팀이 돼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조끼를 떠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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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정직하고 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코드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

- 꼭 받으려고 하는건 아닌거 맞아요. 저희는 봉사라는게 솔직히 주는거지 받으려고 하

든요. 특히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의미를 탁 던져주면 우

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해주면 저희도 도움 받으

리 경로당 어디에서 모여서 할머니들한테 그걸 전수받아서 우리가 다 떠서 어디 보낸

면 좋은거고

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한테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공해라. 이걸 어떻
게 더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 것이냐 라든지.
-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네 아이들을 끌어내지 못하면 하다못해 왜 학교의 동아리라던

-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을테니까. 생각나는 것을. 시간 저축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
요하면 쓸 수 있는거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음. 지금 당장 없어도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지 청년들의 작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한 그룹하고 마을에 어떤 하나만 연
결시켜줘도 거기서 너희들이 이걸 월례행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재미있는 아이디
어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조끼를 떠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주자던지 해외원조도

2)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능하고 이런 식의 결국은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 그래서 어쩌면 결국은 어른이 되었건 아이가 되었건 요즘은 재미와 유익이 같이 안가
면 아무 행사가 안 되더라구요. 그런 행사를 자꾸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면 이 타

(1) 참여자의 필요 욕구에 의해 타임뱅크를 기획하고 추진 : 우울증문제, 아파트주민

임뱅크가 참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이 교육이 끝나면 주민센터 팀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3) 주거공동체에서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함.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런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중
이에요.

- 제가 타임뱅크 자체는 한 10년 전쯤에 책으로 이미 접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개괄

- 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저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사

적인 것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0000협동조합이라는 주거공동체에 관

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일아트 하면서 봉사 같은 경우는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시험을 치고서 뭐 할게 없어서, 취직은 안되니까, 봉사도 해볼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해서 부탁을 드려서 없는 거를 네일아트 봉사팀을 만들어 낸 거에요.

관계성, 사람의 관계성이 결국은 그 공동체 주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노인분들도 많고,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음. 나이

요. 그래서 저희 조합 자체 내에서 관계성을 주목하고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

드신 분들이 보면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을

로그램을 아예 개발을 했어요. 그게 공동체 코디네이터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타임뱅크를 서

- 그래서 그냥 이론으로 알던 것과 그 필드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걸 조직화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서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젊은 분들도 애 키우면서 직장

하고 정말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잘 하는지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

안다니고 애들 케어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은 학교 보내고 나서 직장도

히 광고를 보고, 웹광고를 보고 저하고 같은 000 협동조합원 한 명 더하고 둘이서 배

안다니니까 잠깐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 번 의논하고

우러 왔던거에요.

싶어요.
- 아파트에 각 동마다 이런 봉사가 있다 프린트 해서 놔두면 그냥 붙여놓는 것보다 그

(4) 서로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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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크니까 일단 우리 동네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보면 퍼지겠죠? 우리 동네들도

사임. 공유 공간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모임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모임을 운영해가

그런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내가

지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해보고 싶은 것. 어쨌든 간에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할 일이 생긴 거에요.

보면 스무 명이 참석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하더라도 빵꾸가 나거든 항상 보면 몇 개씩
빌 수가 있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임뱅크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쿠폰을 이용해서

(2)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지원

비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뭔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어떤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

-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고독사하신 분이 계셨음. 그런 분들

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뭔가 어떤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나 혼자 그냥 술 마시고 그게

줘가지고 사례같은 것들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원봉

아니라 그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사보다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음. 그래서 그런

런 분들을 돌봐줄 사람이 많지 않음. 정부에선 도와주지 않음. 그런 분들을 좀 돌봐줄

것들이 같이 화폐 경제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봄. 제일 안타까운게 뭐냐면, 아이들이 도시락

을 자꾸 하게 됨. 간단히 말하면, 우리 비행기나 이런데서 마일리지 개념을 타임뱅크

봉사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함. 근데 아이들은 무서워 함. 전달만 하고 그냥 와버림. 근

를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보면 마

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 잘 지내고 계신지 안전한지 그런

일리지 받듯이 그 마일리지 형태를 타임뱅크 형태로 바꾸고, 마일리지를 갖다가 비어

것도 좀 봐야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학령기 아이들한테 가서 해라 하는 것은 좀 부담

있는 공간이라던가 비어있을 때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 번 도입해보

스러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약주드시고 그런 분

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음. 자원봉사센터니까 자원봉사위주로 뭐 하시겠

들이 다니시면서 보살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만...

것이라고 생각이 듦.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은 무작정 주는 것. 근데 저는 봉사의 개념이 무작정 주는 거라고 생각하
지 않음. 봉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만족이 있음. 그냥 하는 건 아님.
- 저는 사실은 장애쪽에 관심이 있고 장애쪽에 일을 함. 그러다보니까 가장 관심이 있
는 것은 장애, 비장애의 통함임.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밖에서 활동

2.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정의

을 해야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참 적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짐. 그러니까 굉장히 불
편해하는 것. 무섭다 싫다가 아니라 불편하니까 다가가기가 겁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미

음.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한다는 것은 알면 됨. 나와서 같이 마주하면 불편함이 없어
지는 것.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그 불편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분들이
같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음. 그래서 그 분들이 좀 통합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

(1) 남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활동

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사회적 기업자체가 공유 공간. 공유 공간을 운영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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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고 좀 몸 움직이고 이런 간단한 건데, 타임뱅크 이거는 좀 광범위해서...

- 근데 교육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받는 사람은 낮아지는. 오늘 교육도 그런 부분들
이 있었어요.
-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복지가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2) 자원봉사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호혜적이지 않음
(5) 자원봉사를 할 때 무엇인가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 근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는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보람인거지, 그게 호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
요. 그러니까 등가를 메기기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

- 근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활동을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봉사를 했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함. 내가 뭘 이렇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하지만 어쨌든 뭔가 기대치가 생긴다면, 그거를 내가 꼭 받아서가 아니라 그 끈

(3) 봉사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임.

을 붙잡고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 여태까지 한 것 보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누가 저한테 상준다고 그러면

- 살아가면서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아니 봉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봉사라는
게 봉사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함.
- 봉사라는 거는 우리 동네를 알아보는거고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거라고 생각을 함.
무슨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저 안받는다고 그럼. 상주지 말라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서 얼만큼 나를 더 부려
먹을라고 그걸 줄라고 그러냐. 나 표창같으거 받기 싫다고 그냥 냅두라고 그렇게 얘기
를 할 정도가 됨.
- 자원봉사는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런식임.

지,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건지를 좀 아이들이 알
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음.
-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과외활동 하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자기자신을 발

2) 타임뱅크의 개념 및 의미

견해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인데. 그
런 것들을 맘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더 잘 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

(1) 공동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주도성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방식

리 동네 뭐 있어요. 이런거 아이들이 더 잘보고 더 잘 찾아낼 수도 있음.
- 연구개발을 하는 중에 보다보니 결국은 자치회라는 건 자기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서

(4) 자원봉사 수혜자는 결핍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짐.

이끌어 갈 때 가장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니까 관계 형성에 있어서 누구든지 소외
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참여

-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받는 분들도 나는 맨날 수혜자로써, 왠지 떳떳하지 못한 느낌
도 있고, 나는 역시 문제가 있고 내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되

도를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걸 하는데 있어서
타임뱅크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머물렀어요.

어버려서, 이 사람에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게 되어
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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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시장자본에 자본만이 아니라 가만히 알고보면 알게 모르게 지인들, 또

그게 일단은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확대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참 많은 도움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그 주고받음이 근데 그

는 그렇게 더 진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구분이 돼서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서로 타

게 호혜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임뱅크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구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

- 남들한테 도움주고 나도 도움받고 ..

죠. 다만 어떤 방법으로 자기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인 경우가 많으니까,
- 만약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안

(4) 인간 및 관계망 중심, 모두가 자산이 되는 과정

서를 쓰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
다보니 집안일을 등한시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조합원 중에는 바로 음식 만드는게 편
하고 잘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조합이라

- 저는 타임뱅크는 일단 인간중심이라고 생각을 함. 관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편.

는게 어쨌든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 한

-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자산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은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만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른 분들이

자산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채워주시면 저도 희생한다는 느낌은 안드니까 그럼 서로가 굉장히 발전적인 상황으로

생각함.

될 수 있고, 이분은 이분대로 자기가 하는 평범한 일인줄 알았는데 그게 상대에게는
절실했다는 걸 생각하면 기여도가 또 높아지니까,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누구에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이걸 잘 배치하고, 재밌게 배치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해서 현장 경험들은 배우
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5) 화폐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 순환체계에 중점

- 호혜성이라는게 정말 중요한데...
-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거임. 내가 뭔가 거래를 하고 싶을 때, 화폐가 없으면 거래가

(3) 주고받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돼거든요 지금 상태는. 근데 화폐 외에 관계라던가, 뭔가 다른 형태, 화폐 이외의
자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 알리고 싶고, 각자의 재능을 끌어내는데 일단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가 공동체를 형성한다기보다 누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
는 것.
- 일단은 좀 알아야 주고받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만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줌으로
해서 거기서 또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뭐를 잘하는지 알아야지 저희도 그

- 화폐 기반으로 거래하고, 관계 유지적 거래가 뭔가 잘 돌아가게. 나사박기 그 기어 돌
아가는 거요. 그런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게 나와야 된다. 이쪽 경제에서도 그걸 이해해
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보고 있음.

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고,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없는 것은 나도 받아서

(6) 누구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쓰고, 그 루트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 저는 개인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안드는 게 개인적으로 일단 주고 받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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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음. 근데 되게 좀 놀랐던게 그 타임

나의 대안제시로써 다음 과정을 가기 위한 어떤 제시로써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뱅크 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몸을 장애인이어서 침대에 거의 눕다시피 하시면서 생활

걸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것은 아니

하시는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도 타임뱅크로 남을 돕고 계신 것.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하시냐면, 거의 몸을 못 움직이심. 전화를 해서 홀로 계신 할머니랑 통화를
안부인사를 주고 받는 그런 걸로 봉사를 하고 계셨음.
- 그래서 아~ 타임뱅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그냥 평상시에 봐서는 아무것도

(9) 개개인들이 혼자서 하는 활동을 타임뱅크라고 할 수 없음 : 공공의 활동으로 모여져
야

할 수 없고 돈만 받는다거나 무가치하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남을 돕는 그런 것
을 그 사람한테서 끌어내는 그런게 되게 훌륭해 보였음.

-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뤄지지 않을까요? 개개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7) 타임뱅크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

- 그건 타임뱅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으로 하면은 그냥 이웃의 그냥 너와 나 이런
것. 그냥 이웃간? 이런거지 공동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타임뱅크적인 그런 목적은

- 근데 타임뱅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닌거 같아요.

-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사람을 존재론적인 관계성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게 알

- 공적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형태든 공동체라는 의식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공적 영

게 모르게 철학적 바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귀하다고 느

역으로. 그럴 때는 왜냐면 사적 영역이야 친밀도가 있으니까 내가 더 주고 덜 줘도 그

껴지고, 이게 확산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면 봉사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사람에 대한

런 어떤 감가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공적이 영역에서는 그게 그래도 어느 정

존중이 그래도 바탕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더 확연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도 뭔가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번아웃돼서 튕겨져 나가는 수도 생기고 하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까 우리 자원봉사에서 마일리지를 쌓거나 하는 것처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 주고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가 어울림? 아우름? 아우르면서 살

걸 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가는 과정 이런 것.

(10) 다수관계로 연결된 품앗이 형식
(8) 주고받는 방식은 누구나 참여 접근성이 쉽게 여겨짐
- 제가 아까 어떤 얘길 했냐면, 품앗이 얘기를 하셨었음. 또 다른 품앗이라고 저는 생
- 자원봉사라는 건 무조건 내가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주고받는 것이기 때

각을 했었음. 왜냐면 예를 들면 전에 기존에 품앗이는 1:1 얘기를 했음. 그렇다면 이

문에 다른 분들에게 이걸 널리 알리면 이게 참여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해요. 일단

거는 꼭 1:1이 아니라도 1:다수가 되어서 돌아가는게 타임뱅크라고 생각함. 내가 A

은 한 시간 씩이니까 한 시간은 무조건 사람들 할껄요? 긴 시간은 안하더라도. 그 한

한테 가치를 제공을 했으나 B에게 받을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오늘 했으나, 일년 후

시간이 짧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시간해도 모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걸 저는 타임뱅크라고 생각했음.

-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도 쉽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 그렇기도하고 왜냐면 타임뱅크를 따로 떼서 조직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시스템들도 갖고 있고. 모든 갖춰져 있는 형태에서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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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관계

되다보면 나중에는 내가 자원봉사했다 라는게 아니라 아!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
고 받았구나 라고 되기 때문에 타임뱅크가 잘 구현만 된다면 자원봉사라는 의미 자체
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1) 자원봉사와 타임뱅크 개념 차이 :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으로, 타임뱅크는 되돌아오는 기대치가 있음

(3) 자원봉사와 타임뱅크는 그 내용이 달라서 각자의 재미가 있음

-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봉사하고 타임뱅크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 자원봉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재미있는 섹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봉사는 내가 헌신하고 시간도 들이고, 몸 쓰는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 저희는 어쨌든 봉사하고 타임뱅크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수 있는 일을 오로지 대가 없이 들이는 부분인데,
- 타임뱅크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 봉사는 봉사대로 할 수 있고, 타임뱅크라는 영역이 되게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어라
도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꾸 구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타임뱅크는 구분이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거는 서로에 대한 재능기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와서 교육

(4) 실제 우리 안에서 작은 타임뱅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

을 듣다보니까 그건 더 확실해 진 것 같아요.
- 처음에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 데 듣다 보니까 좀 다른 거라고..

- 어떻게 보면, 저희 우의동 안에서 보면 이 타임뱅크의 축소된 것이 공동체라고. 예를

-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들어 장 담구기 이런 거 어쨌든 저희도 50대 후반이지만, 60-70대 장 담구실 수 있는

- 그러니까 호혜적이라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호혜적이다. 서로...

분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서 실뜨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 저는 자원봉사하고 타임뱅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음.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는 저

작은 타임뱅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봉사가 아니죠. 따지자면.

희가 뭐라고 했냐면, 무보수성을 얘기를 함. 보수가 없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타임뱅크

- 어떻게 보면 그냥 정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주면서 재미도 부여

는 사실은 화폐가 되었던 아니면 그 외 다른 가치가 되었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아! 결국 내가 뭔가를 했구나! 아~ 뭔가 이것도 배웠구나! 이런 분명한 뭔가

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사실 기대치이기 때문에. 꼭 지역화폐가 아니라도...

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타임뱅크가. 그냥 선의로 하던 일을, 아~ 이게 구체화 되어서
오! 나의 자산이었구나. 내 재산이 될 수 있는거였구나. 그게 되니까 임파워먼트까 저

(2) 타임뱅크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자원봉사 개념이 없어질 것임 :
누구나 결핍의 대상이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는 생각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

절로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지금 말씀 들은 것 보니까,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타임뱅크를 해도 될까?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해줘도 될 것

- 저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임뱅크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시작하면, 자

같은? 시대가 바뀌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원봉사라는 개념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길은 아주 오래 가겠지요.
- 타임뱅크에 애초에 원칙 자체가 누구든 쓸모가 있다라는, 쓸모있는 자원들을 발굴해
서 사회에서 자산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면
누구를 문제나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다같이 뭔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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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임뱅크 의미 및 가치

많은 아이디어들이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 타임뱅크 방식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함

1) 개별적인 활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

- 저는 가치창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함. 근데 내가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가치창출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함.

(1) 나 자신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며, 칭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짐

- 근데 타임뱅크라는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걸 홍보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너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어.

- 뭔가 기억을 하고 싶은 것. 나는 타임뱅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함.
- 이제까지 자원봉사개념자체가 보게 되면 뭔가를 갖다가 섬겨야되는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음.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뭔가를 기여하고 싶고,
-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남이 인정해주던 안해주던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해주고 싶음. 그
런 역할이 타임뱅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너의 가치가 창출이 돼. 너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
음. 근데 지금 자원봉사는 꼭 굳이 그런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런 차이는 제
가 받아들이기에 있는 것 같음.
- 근데 타임뱅크는 이게 호혜성이라고 서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 내
는 것.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왜 타임뱅크를 하냐?
- 어느 사람만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다같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2) 개별적인 작은 활동이 존중받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는 것.
- 저는 타임뱅크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내가 가치를 인정받고 받

-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주 작은 아이디어도 다 귀하다는게 전제가 되니까. 진

지 못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하고.

짜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했던 일이 누구한테는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게 되니까.
- 내가 뭘 해야될지는 몰랐는데 뭘 해야될지가 구체화 되는.
- 그래서 누구라도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면 자꾸 자기안에서 오 나 이것

2) 다양한 상호호혜적 활동으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관계성

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 하고 스스로 자꾸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 도와주시는 코디네이터가 되었건 퍼실리테이터가 되었건 그분들이 끊임없이 정말 목

(1)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유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감

록화 해줘서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그 한 시간과 전문적인 한
시간은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구체화시켜주고 또 우리
코디네이터 과정을 먼저하신 분들이 그런 목록들을 끊임없이 뽑아내다 보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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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 큰 사이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타임뱅크일 수 있는 거죠. 비교적 직시성으
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한참 적립하는게 아니고, 가급적 내가 했던 그것들이 또 바로 옆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
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에서 이런식으로 그 안에서 조금...
- 그래서 어쩌면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친밀도라던지 마음
속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4) 장애인 비장애인이 상호간에 타임뱅크와 같은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의 실천을 통합
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그래서라도 타임뱅크가 조금 더 원활하게 가능해질 것이고, 그게 결국은 그런 작은
작은 단위에 자꾸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의미, 국가적인 사이즈의 것들에 대해서도,

- 일단 저는 지금 현재 하고자 했던게 뭐냐면, 또래문화 그래서 20대 학생들, 대학을

그러니까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서로서로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자치적인 뭐랄

다니는 학생들과 20대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만나서

까... 결국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처럼 너무... 자원봉사처럼 진행이 되
고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관계망 구축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2) 상호호혜성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영향을 줌

느낀 바로는 교육을 시키는 것 굉장히 좋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장애쪽에 투자를 하고
있음.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요.

- 정말 호혜성이라는 것이 물론 일방적으로 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왜 사람 관계

-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학교나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또래 집단 친

에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일방의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거든

구들한테 배우는 것들이 더 많고 더 빠름. 속도가. 왜냐면 그네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

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너무 받아서 염치가 없는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

는 경우. 두 부류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받기만 할려는 사람, 또 한 부류는

- 저는 비장애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함.

너무 받기만 해서 염치가 없어지면서 자꾸 자기가 더 못나지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

왜냐면 나쁘게 말하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 그 친구들이 노력을 하는만큼 이 친구들이 노

셨어요. 근데 이걸 서로가 별 거 아니야. 우리 서로서로 주고 받았네 하는게 되면 마

력을 하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봄.

음에 부담도 많이 덜고 누구라도 그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실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서로 주고받는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투자되
는 비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 성향이 달라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근데 그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3)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가능
- 저는 처음에 관계 구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임. 사람이 가장 중요한건 사람인데, 없는 것. 뭐 이유가 될 것도

3)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개념으로 인식 전환

없고 관계를 맺을만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계기가,
매체라고 얘기를 해야되나?
- 저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1) 돈을 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발견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매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타임뱅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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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게 돈 없이 많은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

잘 맺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는게 저는 타임뱅크라고 생각을 함.

각이 되었음. 그래서 조금 몰랏던 거죠.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아~ 그런 것만은 아니

-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타임뱅크라는 교

구나~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교육을 들으면서는

육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계된 사람이라던가 그 외에 몇몇 사람들만 홍보를 하고 있

아 이게 더 다른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집중해서 듣고 있음.

고 듣고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가치들이

- 사회적 경제 화폐 경제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바라보니까 답이 안나오는 경우가 제

생겨나고 그런 가치들로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가 볼때는 너무 많음. 그렇다면 앞으로 어쨌든간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고 진행되

- 특히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3,4학년 대학생들. 너무나 지금 다

기 위해서는 화폐 경제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그게 메인은 안되

급하고 초조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정말

더라도 보조 수단으로써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으면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가? 내가 만약 정말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을 많이 했음.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임뱅크가 눈에 들어왔음. 그

내가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래서 타임뱅크를 접근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 시각은 그것임.

있을까를 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2)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관계형성을 통한 사회적 투자 기대

-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었는데, 지금 타임뱅크

-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면

가 요구를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제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함. 우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

있어 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홍보라던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교육

적자금이 지원이 되는건데, 장애인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공적자금이 더 많

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이 투자가 되야 되는거고, 장애인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공적자금을 그렇

- 아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만하지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짐.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라는 생각을 못함. 여유가 없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비장애인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해주면 되는 것. 그러면 이 친구들

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 충분히 발전을 함.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

능력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가지고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만한 가치의 대

- 예를 들자면, 공적 자금이 투자가 덜 된다면, 그만큼 내가 세금을 다른 곳에 나의 삶

가를 받는다면, 내가 취직을 하지 못했지만, 그만한 화폐 가치, 내가 지역사회 안에서

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데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교육시키지 않으

활동할 수 있고, 경제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는 것.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 공적자금

게 가치가 보여준다면, 굳이 꼭 취직을 해야지만 살 수 있어 라는 건 생각이 좀 달라

을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질거라고 생각을 함.
-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가치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치있는 삶을 사는게 더 중요해
라는 걸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 어쨌든 가치있는 삶을 산다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화폐라는게 돈의 가
치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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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임뱅크 기능과 역할

- 결국은 기관에 사회복지나 기관에서 해야되는 일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못 미치는 부
분이 있잖아요. 그 갭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논리대로 본다면
재정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 자조적인 그런 형태
로 가주는게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1)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스스로가 깨닫는 기회

-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게 되는 부분이죠.
-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1) 스스로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유능감을 세움으로써
공동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개별 개인의 유용성을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

- 모든 개개인들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 기여하는 존재로 자기가 있다라는, 자
기 역량이나 자기 강점을 스스로 정말 발견도 하게 되고, 그 발견으로 인해서, 쉽게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람 본연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들도 자존감도 좀 높일 수 있고, 결국은 사람이 누군
가에게 소용이 닿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감처럼 갖고 있잖아요? 그 사
명감을 부추겨 주고, 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유능감이 자꾸 되면, 결국 그게 정신건강
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활동성이 커지면 신체건강도 따라가는 것이라
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런 개개인들이 유능감을
갖게 되고 서게 되면, 사회 전체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 실질적으로 내가 봉사를...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은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인정을 해주지 않음.
- 사실은 타임뱅크라는 그 자체는 내가 돈은 없지만 시간 좀 투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또 다른 가치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 저 사람은 내가 돈은 없지만 그런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고 얘기

(2) 타임뱅크는 봉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식
-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 만족도가 없으면 절대 봉사하지 않음.

를 하신 것 같음.

(2)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로서 코디네이터 역할 강조에

-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작정 주는 거야 라
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살면서 어떤 자기 만족을 좀 찾을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우선은 주거 공동체이지만, 결국은 공동체도 학습 공동체도 있고, 여러 공동체가 있
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들을 조직하고 그걸 잘 활성화하고 또는
육성할 수 있게 자치회나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걸 돕는 퍼실리테이
션을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연구개발을 한 거에요.

(3) 타임뱅크는 사각지대를 자조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겨짐.
(3) 기록을 통하여 활동의 내용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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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뱅크 기록만 있었다면, 얘는 어디가서 뭐뭐를 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

(2) 지역 주민이 궁리를 만들 수 있는 지원방식 :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유도해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재능이 많구나 심화시켜줄 수
도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할 듯. 타임뱅크로 한다 그러면. 꼭 시스템이 안되면 종이

-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계속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쪽지를 보는 순간 얘는 이걸 좋아하는 애구나.

- 그런 식의 자원봉사 그룹이 되었건 여러 그룹에 타임뱅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오히려 기관에 대해
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 이런 것들을 관에서 직접 나서서 해줬다는 것이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자원봉사 및 타임뱅크 운영 관리

- 그걸 어디가서 일부러 돈 주고 배우기는... 몰라서도 못하지만 그거 필요해? 왜? 이
렇게 되니까. 그걸 그래서 기관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무료교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주민센터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곳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데는 보면 그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비를 내는

1)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적 가치 등을 세울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필요

(1)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바람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나 우리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뤄지면 빨리 확산될 것 같아요.
- 더 나아가서는 더 지역적으로도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3) 타임뱅크와 같은 교육이 다양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내용이 공유되어야
함.

- 더불어서 저희가 일단은 1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림이 중요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던요. 2회-3회까지 계속 이걸 알렸으면 좀 더
빨리 습득하고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걸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오는 거에요.
- 누가 어디가냐? 물어서 제가 수업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거 얘기를 했어요. 타임뱅크
라는게 있는데 이게 이런거다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 그런게 있으면 자기도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가냐고 해서 다음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잘 몰랐어요. 캠프 교육
가서 거기서 양성교육있다고 해서 온거지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계속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다 어우러지
게.
-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 그거를 계획을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하고 사람을 많이 모여서 그들 안에서
나누면서 어떤게 좋을 것인가 그러면서 뭔가가 이뤄질 것 같아요.
- 일단은 저희 봉사단체라던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키시면 이
게 더 입김으로 퍼질 것 같아요

- 저희 친구도 재능 있는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상담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친구들한

- 웹상의 홍보로는 한계가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에요. 그

테 이거 알려주면 확실히 와서 교육 받고, 계는 좀 많이 팔릴 수 있지, 저랑 성경이 틀

래서 우리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줘야 그야말로 구전으로써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

리니까. 그런 친구들이 궁금해 하는데 다음에 하면 연결해주면 좋죠.

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는게 정말 중요한거에요.
- 그럼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단체라던지 이미 있는 마을 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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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더 쉽게 할수도 있겠죠. 일은 많아지

(6)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받는 기회 필요

겠지만... 연구를 하는 목적이 그런게 아니실까 싶어요.
- 제일 급한 건 공무원 교육에 들어가야 되겠다. 공무원들 본인들의 인식자체가 없기

-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느낀게 뭐냐면, 너무 홍보가 안됨.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를

때문에 이걸 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느끼고 알게 되면, 결국 그건 공무원들의 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 돼. 그

을 덜어주는 것. 기관의 일을 덜어주는 것. 자생적인 집단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래야지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라고 얘길 하지만, 실제적으로 왜 자원봉사가 궁
금한건지 그런 개념 기초교육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움. 우선은

(4) 청소년 학습에도 호혜성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

왜 그런 것들을 해야되는 것이고 왜 관계 구축을 해야되는 건지를 먼저 교육을 좀 시
켜줬으면 좋겠음 센터에서.

- 이런 것도 중고등학교 특활반 이런데서 이런 교육도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 자율그런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크숍을 하는 동안
에도 친구들의 역량을 발견하게 된는 거죠
- 그들 안에서 그런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커서도... 성인들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이런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그런데서부터 교육이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만 그들이 커가면서도 몸에 익숙해질 것이고.

-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은 물론 관심
이 있는 듣는 거겠지만, 국가에서 의무교육 시키는 거 아시죠? 인권교육 의무교육 시
키고, 성교육 의무교육 몇 시간 기타 등등 그런 의무교육은 다 시키는데, 자원봉사교
육은 안 시킴.
- 사람으로써 내가 도리를 하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왜 8시간 내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왜 국가에서 그런걸 요구를 하는지,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음. 교육
을 전혀 시키지 않기 때문.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봄.

(5)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기회로 제공 필요

2)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 제공 필요
- 저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런걸 경험해 보는게 되게 의미가 있을거란 생각이 듦.
요즘 애들이 다 희망하는 1위가 돈 잘버는 거.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그게 1위임. 무슨
직업이든지.

(1) 실질적인 주고받는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음

- 아이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는데, 그냥 돈 만으로 이 세
상을 행복하게 사는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가치를 어려
서부터 아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음.

-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재능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게 있음. 그래서 저는 되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 좋은

수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돕는다 그냥 그런게 아니라, 이게 운용이 돼야 되는 것이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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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을...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구체화 되고,..
-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보일 것 같음.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고, 그럼 이 꼬맹이는 이 형이나 누나들을 위해서 물건을 어디다 정리해 주는 것을 한
다던지, 하여간 분명히 자기들끼리 발굴해낼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듦. 그럼 그
런 것들을 자꾸... 저는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제가 속해있는 집단에서는 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 번 실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2)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쉽고 단합이 되는 실질적인 활동을 찾고자 함.

- 그게 뭐 전문가 그룹이면 전문가 그룹대로, 자기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누
군가에게 도움이 되는데 늘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서로 한 번 신세지

- 저는 교육을 받고 잠깐 두 세분한테 이런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
니까 어~ 괜찮네. 거기서 끝난 기분?

고, 맛있는 것 사먹고 서로 이러고 갚고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조직 안
에서 하면 재미도 생기고 체계를 이루지 않을까.

-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이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지금 저희 이 부분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를 하겠다는 뭐랄까... 예를 들어서, 아까

3)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사업 기획 및 운영 필요

00동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했는데, 제가 혼자만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알려서
그것을 그들이 이해한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이 부분에 대
해서 깊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활동하기가 쉽고, 단합도 되고, 더 빨리 활

(1) 삶의 지장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자원봉사를 하게 됨

성화가 될 것 같아요.
- 저는 저희 협동조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그걸 차치하고 그걸 떠나서 제가 사는 지

- 내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를 해야되는 상황인 것. 근데 그게 뭔가

역에서 한 번 구현을 시켜보고 싶다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끼리 또래끼리

내 삶에 지장을 주게 되면 하고 싶지 않음. 내 삶에 지장이 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주고받을 수 있는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분명히 청소년들은 정말 다양한

데 거기에 지장에 되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재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성적순으로만 줄세워버리니까 늘 유

-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가 부담스러우면 못한다고 생각함.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게 지

능한 애는 정해져 있는 거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애들 중에서도 손톱같은

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언제 딱 한번하고 말거라면 그건 자원봉사

거 다듬는 것도 잘하는 애도 있고요. 또 공부를 하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자기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함.

멋내고 싶은데 할 줄 몰라서 안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 이런 식으로 또래 안에서 한 집단들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희 집 근처에 보육원이
있어요. 그 보육원에 가서라도 보육원 같은 곳이 의외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아이

(2) 부담을 덜어내고 나에게 가치가 돌아오는 활동이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는 기
회 :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것

들이 특히 나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기를 펼 수 있는 어떤 방법
들을 제시를 해줘서 서로 주고받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86

-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이 많아지지 않을 때는 자원봉사를 뭐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싫은 거

- 그래서 누구는 옛날에 친구 중에 인형 그림을 참 예쁘게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죠. 그

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돌아오는 가치가 생긴다면, 그게 결국 타임

럼 그 인형 그린 것을 누구한테, 어린애들한테 인형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뱅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나한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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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자원봉사 얘기를 하면서 시간 재분배 함. 요즘은 다 시간 없

6. 타임뱅크 운영방법

음.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해
줄 것.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셔요 라고 얘기하
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돌아오는 게 없음. 그냥 나의 시간을 쪼개서

1) 일정 규모 안에서 개별의 나눔역량을 자원 맵핑화

투자만 하는 것.

(1)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테두리가 존재해야 함.

4) 참여활동에 대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체계 필요
- 일단 테두리는 그래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 그게 이름만 공동체인 것이고 사실은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어떨 때

(1)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식적인 인정채널
을 바람
- 자원봉사센터에서 트위터에 좋아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가

는 공동체란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그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2) 타임뱅크 방식은 개별적인 재능과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

지 봉사 많이 하는 단체를 모아서 그런 시스템을 뭔가 나 자신을 과시하는. 나는 이만
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걸 하는 사람이야. 이런걸 과시할 수 있는,
-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나의 취향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타임뱅크 이런걸 동원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음.

- 우리 사회적으로 그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내 재능이 있고 그걸 활용하
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연결이 안되서 잠재적으로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거를 끄집어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걸 직업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돈은 못 만들고 또 내가 이게 활용되는 걸 전혀 못

- 예를 들어 하나 만들어 놓고 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걸 트위터나 페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어딘가에서 내가 했던 그것을. 그래서 코디네이터에 역할

이스북에 딱 표시할 수 있도록. 연결시킬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안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일 경우

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듦. 나는 돈은 못벌지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

가 많을 거거든요.

는 걸. 근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공적인, 개인 그게 아니라, 공적이 센터에서 이렇게 인

- 자기한테 무슨 자산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니까.

정해 줘. 이런 거.

-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쫙.. 오늘도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어? 저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발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걸 보여주다보면, 심지어 아까 모유 나
누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
람들의 역량들을 발굴해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요즘 뭐 시대도 소확생이니 욜로니 전부 다 스몰 사이즈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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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의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타임뱅크가 정말 잘 젖어 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고.
-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실현되지 않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희
망을 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 그래? 그럼 더 열심
히 해야 되겠네?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3) 자원봉사를 통해 배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우크렐레 교실, 주민센터의 문화교실 등)

- 그런 다른 구는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있는데 타임뱅크 쪽으로 하고 이게... 어떤 뭐 확신
성?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 전에 살던 동네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제가 우크렐레를 가르침. 거기서 봉사로 우

- 어느 구에서는 요양 보호사를 시간 쪽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못쓴다.

크렐레를 한 2년정도 가르친 적이 있음. 지금 생각하니까 봉사활동 한 적이 있었네요.

이게 어떤 형평성? 지역마다 다른 부분에서... 이게 시에서나 어떻게 분리되지는 못하

그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타임뱅크를 해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겠지만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마일리지니까. 내가 재능도 하고 내가 받고 싶으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돕게하는 방식으로, 거기 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친다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게 조금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 다 도움을 받고 있음. 아이들도 정말 저한테 우크렐레를 배워서 걔네들이 경로당이
었나 노인 분들 계신 곳에 가서 연주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했었음. 그런
식으로 서로 돕게 하고 그런 타임뱅크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주민자치센터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굉장히 많음. 그 분들이 와서 운동만하고 그냥
감. 그분들한테 타임뱅크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저는 홍보가
빠를 것 같음. 그리고 저는 입소문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
들은 집단을 되게 좋아함. 집단을 되게 좋아하고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함. 그러니까 보면 주민자치회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스포츠댄스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인원이 되게 많음. 노래 교실도 마찬가지.
그런 곳에서 홍보를 조금 하고, 이뤄진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냥 그런.. 물론 저희가 1:1로 홍보도 하고 방문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도 좋기는 하겠
지만, 좀 더...

(4) 시간을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갖고 더 신경을 써서 사용하고 싶음
- 말씀하신 것이랑 이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봉사를 하다보니까 봉사시간 포인
트가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라도 도움은 되겠지 하다가 몇 천시간 되었어요. 하다보
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는 구가 있다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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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 결

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집중하는 인식을 보였다.
셋째, 관리자와 봉사자의 타임뱅크에 대한 가치 인식은 타임뱅크의 내부적인 작동과정
과 외부적인 작동과정에 각각 다른 집중을 보이고 있었다. 관리자는 타임뱅크는 타 영역과
의 협력을 시도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활동이나 경험으로서 개발

본 절은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가 타임뱅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보았다. 타임뱅크는 지역사회 내 주민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일
상생활에서 자원봉사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도해보고자 제안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는 막연한 추측에서, 실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접근방법이나 전략의 지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식의 내용은 타임뱅크 동기와 도입배경, 개념, 타임뱅크 가치 및
의미, 타임뱅크 운영방법, 자원봉사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관리자와 봉사자는 타임뱅크를 접하게 된 인식은 관리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고, 봉사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를 담아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적극성
에 의한 것이다. 관리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며, 정책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 봉사자는 다양한 관계
형성을 기대하며, 봉사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
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관리자와 봉사자가 자원봉사나 타임뱅크에 대한 개념은 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남
을 돕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며, 도움을 통해 스스로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활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보상받거나,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졌다.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에서는 관리자는 시간이 축적되어
사용된다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능력이라도
나눌 수 있는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봉사자는 타임뱅크는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 누구나 인적 자산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화폐가 없
이 거래가 가능한 순환체계의 관계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관리자는 타임뱅
크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인증 개념에 집중하는 반면, 봉사자는 개인적인 관계망 속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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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봉사자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이 개별적이고 존중받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변의 관계망을 통해서 새로운 교환활동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자산형성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
개념을 기반으로 타임뱅크를 해석함으로써, 시간인증의 절차나 기준에 의거하여 타임뱅크
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의 형태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자
원봉사 영역과 타 영역이 협력하여서 새로운 형태를 기획한다고 여긴다는 것은 관리자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아닌 사업운영형태의 변화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봉사자는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일차원적이고, 일방적인 활동에서 상호가 확인하고 서로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시도해 보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넷째, 타임뱅크 운영방법에 대한 관리자와 봉사자의 인식은 자원의 매칭을 이루는 과정
에 대한 구체화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관리자는 기존 자원봉사가 1365자원봉사포
털을 통한 시간인증의 체계 속에서 타임뱅크를 어떻게 접목시켜야하는 지를 우선 먼저 고
민하고 있다. 타임뱅크를 제안하는 기준과 절차가 기존 자원봉사의 형태와 다른 차이점이
나 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 집중하는 모
습을 보였다. 봉사자는 개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어느 까지 교환이 가능한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교환하는
과정에 더 집중하는 인식태도를 보였다.
다섯째, 자원봉사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관리자는 시간인증에 대한 봉사자의 태도
를 파악하려고 하였고, 개별적인 특성과 재능을 더욱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리자는 봉사자에 대한 이해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자
세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관리자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인식
도 갖고 있었다. 봉사자는 자원봉사나 타임뱅크에 대한 구분이 없이 활동하는 내용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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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오히려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해야하
는지를 심도있게 교육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
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
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체적인 기획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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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타임뱅크를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스스로가 깨닫는 기회라고 여기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와 기회로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

결 론

을 확장하고 서로가 인정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자와 봉사자는 타임뱅크와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유형의 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관
점과 시도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자의 유형과 활동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는 다양한 접근과 실천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자는 기존 개념
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하여 참여하는 봉사자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를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1.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모델의 운영접근 전략
본 연구는 국내외 타임뱅크 사례와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의 타임뱅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현장에 적합한 타임뱅크 운영 및 관리실천 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타임뱅크의 사례는 그 나라와 지역사회의 여건에서 이
룰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주도하는 기관
의 특성과 방향성에 맞추어 지역중심, 서비스중심, 기관중심, 혼합 등의 다양한 운영형태
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기반이 되는 중심은 상호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며, 누구
나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깊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식 및 관점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임뱅크라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해서 관리자와 봉사자가 갖고 있는 인식을 차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관심과 이해정도, 현재 놓여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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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시도와 실제적인 운영을 시작하는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 이해와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의 인식이나 실천정도가 어

현재의 지역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주도적인 이슈의 선정이나, 진행절차, 공감

떻게 되는지 등의 다층적인 이해를 통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과 동의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시도는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 사회

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에서 함께 움직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색깔을 인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해

찾아볼 수 있다.

나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의 습득과 해석이 필요하다. 타임뱅크와

셋째, 과정과 변화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드러낼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진 접근전

같은 시도는 국내외에서 단기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몇몇이 계속 되풀이

략이 필요하다. 타임뱅크를 시도하는자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가장 반기는 사실은

로 시도되고 있는 형태이다. 타임뱅크와 같은 형태는 빈민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어떤 것이든 드러내고 활용하며, 존중받는 시스템이라고 여기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로

지점이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찾아야 하고, 이를 사회에서 나눔으로써 도움을 주고, 그

서, 국가정책의 방향성으로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더불어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개별

도움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쌍방향의 작동을 이루게 된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다.

화된 사회에서 서로가 관계망을 나누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다는 체계로서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개별화되고 분절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이를 연결하고 서로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시도에 의해서 형성된 내용은 그 배경과 도입과정, 실천된 내

가 신뢰를 하는 관계를 더욱 바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 관리에 있어서

용, 진행되어진 절차, 이해관계자, 성과 등의 단계적이고 다층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여기

과정의 내용과 그 단계별 어떠한 변화를 낳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노

서 이루어진 다층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는 장점과 단점을 익히고 살펴봄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으로써, 숙의의 과정을 거친 내실있는 내용을 구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그 형태가 어떠한 장기적 모

넷째,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재능, 종류, 규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

습을 갖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있다. 이러한 과정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를 적극적으로 개

도화(mapping)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타임뱅크는 상호간의 재능과 역량을 상호교환하

방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봉사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모아서 연계해야하기 때문
에 지도화(mapping)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자원의 교류를 위한 사

둘째, 지역사회의 정책적 환경과 자원봉사자의 욕구, 지역사회 이슈 문제 등에 관한 복

전작업의 의미가 아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봉사자의 이해와 욕구를 파악해야한다는 것과

합적 판단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위치값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 사례에서도 살펴보

같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측하고, 이를 대처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사회가 어떠

았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수행으로서의 접근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

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

춘,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시민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

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어떠한 방향

고자 하는 지에 따라서 그 정도와 접근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형태

을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는지를 기획하고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당사자 주의를 강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의 뒷받침이나, 지역사회 주요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문제를

다섯째, 사회적 변화흐름에 적용하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중심가치

풀어나가려는 이해관계자의 존재와 규모가 어떠한지,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본래 목적

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도구적 측면에서 AI의 등장 등 신기술의 빠르

의 취지의 이해와 해석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의 관리자들간

게 변화됨에 따라 사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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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단순한 도구적 차원에서만 판단하고,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 지위 등에 치중하는 사

동캠프 현장 단위부터 지역자원봉사센터, 심지어 외부 민간단체까지 작은 규모의 시범

회풍토가 확산되어가는 중에 기본적인 사람의 가치와 인간존중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구조가 필요하다. 동캠프 중심의 자원봉사현장 리

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궁극

더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놀란 점은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무관심이다. 자원봉사센

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자원봉사 정책 활성화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터가 교육장이 아닌 이상 자원봉사센터 실무자가 교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둘째, 동캠프

취지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 숙의과정의 기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역단체 활동에 장기간 참여해온 자원봉사자와 관심

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 보수

이 생겨 새로이 찾아오는 봉사자들 간에 서열이 확연하여, 의사표현 기회조차 암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합적이고 포괄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타임뱅크에 가장 저항이 높았던 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타임뱅크

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타임뱅크와 같은 이질적인 새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참가자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별교육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운 도전을 자원봉사자가 관리자가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현재의 노력과정을 살펴보면 그

신인들이었다.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숙의과정은 그 대상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동캠프는 행정체계상 지역자원봉사센터의 관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캠프 내의 소신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아 이를 특성에 맞춰서

있는 젊은 리더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가능하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관점의 제시도 동시에 필요하다.

계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지역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동캠프 담당직원들과 이들 그

이와 같은 실천적 전략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현장중심의 타임뱅크를 어떻게 운영할

룹과의 연계를 주의 깊게 도모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소신껏 지역

수 있는지를 자원봉사센터의 상황과 관리자의 역량을 분석하고 판단해 봄으로써 다양한 새

내에 활동할 수 있는 이 젊은 그룹이 타임뱅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의 틀을 만

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들어주고 그들의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들은 순수한 시민적 자
발성과 나눔의 의지로 자원봉사캠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적잖이 실망을 하고 있던 중이었
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던 중에 타임뱅크를 만났다. 이들이 바로 의도치 않게 협소
해진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줄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지역 자원

2. 타임뱅크 모델 제안

봉사센터와 연계해주는 다리역할을 동캠프 담당직원이 해주기를 기대한다.
실제 자원봉사 활동은 동캠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와 1365자원봉사포털로 연계된 민간단체들이 무수하다. 이 단체들에게도 프
로젝트 지원을 확대하여 참여기회를 열어둔다면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인적자원을 모을 수

자원봉사센터와 관리자의 상황에 맞춘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타임뱅크모델을

있는 채널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축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시범사업
1) 동주민별·단체별 타임뱅크 시범프로젝트 공모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동주민별, 단체별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센터 자체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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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동캠프의 프로젝트는 동네현장의 이슈를 해결하는 주체

으로 해결해가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이런 교육과정은 지속

로서 타임뱅크를 실천하고, 민간단체는 단체의 사명을 위해 타임뱅크를 실천하는 데에 집

적인 리더십 교육에도 중요한 교육모듈을 제공해줄 것이다.

중할 것이다. 그것으로 그 타임뱅크의 목적을 다하는 것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을 취하는 것
이 최선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이들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선도적 안내를 기대할 것
이다. 모델을 개척해나가는 파이어니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조언해주는 파트너
가 필요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관 내에서 실제로 모

4) 모니터링 평가 작업 내장, 성과지표 개발,
시작 과정부터 병행

델구축에 참여하여야한다. 기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타임뱅크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타
임뱅크 봉사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나 사회적으
로 중요한 이슈가 되가 있는 청년 또는 커뮤티니케어 주제를 중심으로47) 타임뱅크를 운영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가능한 모델임을 증명하려면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명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규명되어야,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
하고, 그 평가의 결과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모델이 확산가능함을 증명할 수

3) 코디네이터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범사업 기획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작
업을 반드시 내장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공한 타임뱅크의 열쇠는 코프러덕션이었고, 코프러덕션을 실현하려면 타임뱅크의 중
심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회원들과 소통하기를 즐기는 코디네이터가 필수

5) 단계적 점진적인 온라인 플래폼 준비

적이다. 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사람들의 역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 사이를 열린 사고와 존
중어린 경청과 신실한 행동력, 자기이해, 문제 진단의 관점, 문제해결력, 진정성있는 소통
력 등이 필요하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자원봉사현장 내부의 인적자원을

타임뱅크를 소개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교환을 어떻게 기록하

발굴하여 길러내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동캠프, 지역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등에서

는가, 시간화폐의 유통을 어떻게 기록하는가이다. 물론 편리한 기록시스템이 있으면 인적

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코디네이터 리더십을 길러내는 역할을 서울시자원봉사센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임뱅크 시작 단계에서는 간단한 엑

터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한다.

셀표를 사용하였고, 활동적인 회원이 50여명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온라인 기록시스템의

특별히, 시범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시행될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리
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장애물과 도전을 공유하고 집단지성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이 동캠프 정도의 규모라면 당분간은 액셀이나 기
존에 이용가능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장
의 추이를 지켜보며 그 설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40)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타임뱅크에 대한 사례는 『타임뱅크와 영국보건의료 서비스 혁신』, 데이비드 보일 & 사라
버드저, 양혜란 책임번역, 타임뱅크 코리아 (2018)를 참조 바람.
http://www.timebanks.or.kr/?article=menu03_01&category=&p=read&read=49&page=2&where=&key

오히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시간의 교환을 실감할 수 있는 화
폐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수표 이서와 같이 화폐 이면에 화폐의 이동경로를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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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유통이 끝나면 은행이 수거하는 장치를 해두면 매번 유통을 기
록하는 수고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화폐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도 가능하다. 즉, 첫 1년은 온라인 플랫폼 수요조사, IT 기술시장 조사를 위한 단계로, 2년
째 후반기에 시작하여 연말까지 시제품이 완성되도록 하고, 3년째에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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