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가족봉사 
(SFV: SUNSHINE FAMILY VOLUNTEERS)

햇살가족봉사의 중요성

햇살가족봉사는 2021년 전세계 가족들이 함께 봉사하며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7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피스우먼의 글로벌 

운동입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봉사를 시작해 보고 스토리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햇살가족 클럽에 참여해 보거나 가족봉사 
리더인 햇살가족 코디네이터에 도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 가족과 함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가족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가족봉사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햇살가족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2.2.

3.3.

햇살가족봉사 시작하기 

햇살가족봉사 관련 자료도 신청하고 가족봉사 아이디어도 
얻어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해 봅시다!

햇살가족봉사 스토리 공유하기

여러분의 가족봉사 스토리가 다른 가족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햇살가족들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햇살가족 클럽에 참가하기

햇살가족 클럽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햇살가족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햇살가족 코디네이터에 도전하기

더 많은 가족들이 평화를 위해 즐겁고 신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족봉사 리더가 되어 보세요.

1.1.

4.4.

햇살가족봉사
글로벌 가족봉사 문화 만들기

글로벌피스우먼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의 비전을 바탕으로 평화 증진과 인류 발전을 위해 

여성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국제 비정부단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초당파 비영리를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는 봉사의 정신을 가진 참된 여성들과 함께 
이상적인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안내 
햇살가족봉사 무료 가이드북과 워크북 신청, 
햇살가족 봉사 클럽 및 코디네이터 관련 문의  

한국글로벌피스우먼 강순흥 
(Tel: 02-478-7122 / 홈페이지: https://gpw.modoo.at)



국제 나눔 저금통 
프로젝트
가족이 함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햇살가족봉사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가족봉사 사례

 
“친구 가족들과 함께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 
및 식재료 나눔” 

브라질, 쟈스민네 가족 봉사 

 
 
 
“할머니랑 가족이랑 
함께 인근의 공원 청소”

일본, 허그네 가족봉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위한 식재료 무료 나눔 
가게”

필리핀, 아나네 가족봉사

 
 
 
“의류 재활용과 친목을 
위한 의류 나눔 바자회” 

미국, 카릴리네 가족봉사 

 
 
“지역 장애 여성들에게 
선물과 함께 비누세제 
만들기”

나이지리아, 무니렛네 가족봉사

 
 
 
“마을의 소외 아동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

인도, 아이쉬와라네 가족봉사

 
 
 
“고아원의 아동들에게 
음식, 책 등 지원”

우간다, 자이납네 가족봉사 

 
 
“하이파이브를 하며 
남북 통일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 원문이네 가족봉사

1. 첫째. 나눔 저금통 만들기 

2. 둘째. 후원하고 싶은 프로젝트 선택

3. 셋째. 저금하기(목표 금액 및 기간 결정)

4. 넷째. 기부하기


